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글로벌리더쉽자율전공

평가항목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

전문성

①  대입준비생으로서 자율과 타율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②  사회생활에서 바람직한 팀워크란 무엇인가?

③ 본인이 알고 있는 자율전공이란 어떤 학과인가?

④ 대학에서 전공과 사회에서 직업과의 상관관계는?

⑤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2개씩 말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⑥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시오.



2011학년도 수시1차 면접고사 기출문제(예시)
International Business학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 가 문 항

인 성

인 성 및 품 행

1. Does the applicant present themselves well (appearance, politeness, 

self-confidence)?

2. Does the applicant speak clearly with proper word choice and fluency?

3. Does the applicant listen well and respond accordingly?

(Interviewer will evaluate overall personality of the interviewee at the end 

of the interview without direct questions in this category)

사 회 성
1. Expla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you have done in high school days, and 

what did you learn from the activities?

전문성

지원학과에대한

이 해 도

1. Explain your long term career goal, and how SolBridge will help you 

achieve the goal?

문 제 해 결 능 력

Choose one of the following areas of interest for discussion;

- Art or Literature

- Sports or Leisure

- Culture of Religion

- Politics or Diplomacy

Question 1: What impressed you most or made you interested most for 

the past 5 years, in terms of books you read, or events you 

experienced? And why?

Question 2: If you take some actions regarding the above area, what 

would you like to do?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국제경영학부

평가항목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

전문성

① 국제경영학부에 지원한 동기는?

② 장래 희망 직업분야는 무엇인가?

③ 본 학부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④ 입학 후 학과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⑤ 단체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⑥ 대학생활에서 교우관계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

⑦자신의 인생 지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⑧ 북핵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⑨ 친구와 다투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⑩ G20의 의미와 G20정상회의에 대한 견해 ?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Global Dual Degree 학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  가  문  항

인  성

인 성 및 품 행

1. 지원자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2. 지원자는 인생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 회 성

1. 대학생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2. 지원자의 교유 관계에 대해서 말해보고, 자신의 교유 관계 속

에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해 보세요.

전문성

지 원 학 과 에 대 한

이 해 도

1. 우리 학부에 입학하게 되면 어떠한 학습 계획을 가지고 있나

요?

2. 우리 학부의 유학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말해 보세요.

문 제 해 결 능 력 

1. 입학후 전공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2.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본인이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고 그 일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했나요?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IT경영학부

평가항목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

전문성

① IT경영학부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IT분야에 대한 관심도는?

② 현대사회에서의 바람직한 리더쉽은?

③ IT 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은?

④ 본인이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장점 및 단점은?

⑤ 인터넷을 기업에 적용할 경우 어떤 점에서 유리

   한가?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철도경영학과

평가항목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1.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앞으로의 인생목표는 무엇이며, 대학 4년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3.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4.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리고 어떤 타입의 사람을 존경하는가?

전문성

 1. 학과선택 동기는 무엇이고, 진학 후 학업계획과 졸업 후 진로계획은

     무엇입니까?

 2. 철도의 장단점을 열거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3. KTX개통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4. 오늘자 일간지에 난 기사 중 가장 인상에 남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운송물류학과

평가항목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

인  성

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②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③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④ 자신의 인격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3인을 들고, 설명하시오.

전문성

① 운송물류학과를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

② 우리나라 물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③ 남북이 통일이 되면 향후 운송과 물류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④ 졸업 후 계획을 설명하시오.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철도전기시스템학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인 성 및 품 행

○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는 무엇인가?

○ 학생으로서 갖춰야할 자세와 복장은?

○ 자신이 실천한 가장 보람된 사회봉사활동은?

사 회 성

○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자신만의 친구, 지인들과의 대인관계법은?

○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 중요시 하는 부분은?

전문성

지 원 학 과 에 대 한

이 해 도

○ 철도전기시스템학과의 특성은?

○ 철도전기시스템학과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

○ 철도전기시스템학과를 통해 가고자 하는 회사는?

문 제 해 결 능 력 
○ 문제해결의 순서와 방법은?

○ 많은량의 문제점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철도건설시스템학과

평가항목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

전문성

①․취미나 특기는 무엇인가?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무엇인가?

  ․시간이 나면 가장 여행하고 싶은 곳은?

②․사회발전을 위해 본인이 열할을 한다면? 어떻게?

  ․대학에 입학 후 선배와의 관계는 어떤식 으로 정립하는것이 바람직한     

    가?

   ․본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위의 사람을 변화 시킨다면 어떤 방법     

    을 취할것인가 ?

  ․시간약속에 먼저 나가는 확률은? 남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하나?

③․본 학과의 지원동기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건설산업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졸업 후 본인 손으로 반드시 해 보고 싶은 공사가 있다면 말해 보시오.

 ․철도건설시스템학과의 교과내용을 본적이 있는가? 

     (우리과는 무엇을 공부하는지 설명바람)

④․KTX의 장단점이 무엇이라 생각되는가?

 ․제주도까지 해저 터널을 건설하여 호남고속철도를 연장하여 건설하는것    

  이 타당한가? 

     (경제성, 기술능력, 환경 을 중심으로 설명바람)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철도차량시스템학과

평가항목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

전문성

①학창시절의 봉사활동 경력 및 소개

 

 ②개인의 인성과 컴퓨터와의 관계

③교우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한 조건

④교우관계에 저해 요소

⑤철도차량시스템학과에 지원한 동기

⑥고교시 좋아했던 교과목

⑦학과 졸업후 진출 희망 분야 및 이유

⑧고교과정의 수학 문제 제시(중급 문제)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컴퓨터정보학과

평가항목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①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일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했는가?

②봉사활동 경험이 있는가?봉사활동 후 느낀점은?

③요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그이유는?

④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보면서, 공적책임자의 윤리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전문성

․학과 지원동기와 학과에서 배우고 싶은것은 무엇인가?

․우리학과 진학 후 학업 계획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있는가?

․입학 후 우리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 인가?

․학과전공 외 관심 있는 분야와 이유는?

․스마트폰의 보안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Active-X 를 사용하지 않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방법을 무엇인가?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게임멀티미디어학과

평가항목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

전문성

① 게임멀티미디어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② 1년 4학기 제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③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과 만들고 싶은 게임은?

④ 게임 분야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는?

⑤ 축구 게임에서 토너먼트 방식과 풀리그 방식의 차이점

은?

⑥ 함수란 무엇인가?

⑦ 주어진 게임 엔진에 대한 설명(영문)을 읽고 질문에 답

하시오.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미디어디자인학부

평가항목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

전문성

①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이고 그 경험 안에 

친구나 가족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친구나 가족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요?

②고등학교 시절 일반적인 공부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나요?

③자신의 단점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었나

요?

④최근 TV를 통해 본 광고 중 가장 인상깊었던 것과 그 이

유는?

 

 ⑤디자인이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⑥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디자인분야는 어떤 것인가요(모든 디자인 포

함해서)?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방송시스템학부

평가항목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

전문성

①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인물은?

② 하루에 인사는 몇 번 하는가?

③ 친구와 대화는 자주 하는지?

④ 고등학교에서 특별활동 내용은?

⑤ 우송대 및 본 학과 지원동기는?

⑥ 장래 진로 계획 및 꿈은?

⑦ 집에서 TV가 나오지 않을 경우 본인의 행동은?

⑧ 미래의 방송은 어떻게 변할 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의료사회복지학과

평가항목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

전문성

① 의료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②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복지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③ 평소 자원봉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자신이 해왔던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십시오

④ 우리나라 복지향상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의료사회복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학과를 전공하고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십시오

․고령화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사회복지의 방향을 제시하여 보십시오

․대학생이 되어 독립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작업치료학과

평가항목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

전문성

①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② 자기소개

③ 작업치료란 무엇인가?

④ 대학교에 와서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⑤ 문장 해석

   Pets must be kept on leash. They are not allowed on trails, 

beaches, in the backcountry and public buildings.  

⑥문장 해석

   Most ergonomic keyboards are designed around the accepted 

wisdom that the hands should be somewhat separated (so 

they line up naturally with your shoulders) and the wrists 

relaxed and bent slightly down to reduce stress.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
언어치료 ․ 청각재활학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  가  문  항

인  성

인 성 및 품 행

-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 평소 자신의 언어 사용과 발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시오.

- 대학 생활 중 공부 이외에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한 가지만  

  이야기 해보시오.

- 10년 후 본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시오.

사 회 성

- 가장 인상에 남는 교내 또는 교외 특별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오

(봉사활동 제외).

-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친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오.  

전문성

지 원 학 과 에 대 한

이 해 도

- 본 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해 보시오.

-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의사소통장애라고 할 수 있는지 말해보시오.

- 바람직한 언어치료사가 되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보  

  시오.

- 언어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대해 본인이 직접 혹은 간접 경험  

  한 예로 이야기하시오.  

문 제 해 결 능 력 

- 단락 소리 내어 읽기

  (면접고사 당일 개별적으로 한글 단락을 제시해줌)

- 문단 읽고 내용 요약하여 다시 설명하기

  (면접고사 당일 개별적으로 문단을 제시해줌)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스포츠건강관리학부

평가항목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

전문성

1. 본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2. 가장 친한 친구가 배신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3.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3가지를 말해보시오.

4. 만일 졸업 후 취업의 길이 막혀서 취업을 못하게 된다면, 그 상황을 본인은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5. 현대인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말해보시오.

6. 스포츠와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 말해보시오.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유아교육과

평가항목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

전문성

① 유아교육과 지원 동기와 자신이 유치원 교사로 적합한 이유?

② 유아의 권리에 대한 생각은?

③ 현재 주변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생각은?

④ 누군가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이 된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

⑤ 유치원교사라는 직업의 장점은?

⑥ 유치원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아동복지학과

평가항목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

전문성

① 어린시절 가장 행복했던 기억과 힘들었던 기억을 이

야기해보시오.

② 어린이집교사 or 아동복지 종사자에게 필요한 자질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시오.

③ 현재 지역사회 내 어린이 놀이터의 문제점은?

④ 아동보기 대상의 유형에 대해 아는 대로 이야기해보

시오.

⑤ 저출산 문제와 유아교육의 관련성에 대한 자신의 생

각을 이야기하시오.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뷰티디자인학과

평가항목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

전문성

① 어린시절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② 가장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그이유는 무엇입니까?

③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때 자신의 의견과 반대 의견이 나올 경우 어떻게 처

리 할 것 입니까?

④단체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가장 지켜야 된다고 생각

합니까?

․우송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송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에 대해 얼만큼의 조사를 통해 지원하였습니까?

․자신의 세가지의 소원을 말만 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하겠는가?

․10년후 우송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있을 것인가?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응급구조학과

평가항목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

전문성

①응급구조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②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했던 일을 말해보세요.

③자신의 모습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세요.

④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길을 가는데 교통사고현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닷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의 급정차로 사탕을 먹던 옆사람이 사탕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급구조사는 대표적인 남성 직업인데 최근 여성 응급구조사가 증가추세에 있

습니다. 여성의 응급구조사 진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이 생각한 우송대학교 응급구조학과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나요?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간호학과

평가항목 2012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

전문성

·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장래에 간호사가 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신의 장점이

나 특기를 말해보시오.  

· 간호사는 여성직업 중 대표적인 직업인데 최근 남성 간

호사가 증가추세에 있다. 남성의 간호사 진출에 대하여 어

떻게 생각하는가?

·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

가는가?

· 국내에 간호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간호사 수요

와 공급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오. 

· 간호사의 외모가 환자간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만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소방방재학과

평가항목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 자신의 가장 자랑할 만한 습관은?

‣ 사회봉사활동을 해본 경험을 소개

‣ 자신의 성격을 설명

‣ 부모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설명

‣ 자기소개

‣ 사회적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선생님 소개

전문성

‣ 소방에 관한 본인의 견해 소개

‣ 졸업 후의 진로 선택

‣ 소방에 지원한 이유

‣ 자신이 알고 있는 소방시설을 설명

‣ 소방공무원에 대한 본인의 생각 소개

‣ 화재 시 소화방법은?

‣ 소방시설, 소화기를 사용해본 경험 소개

‣ 소방분야에서 본인의 포부

‣ 면접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자산관리학과

평가항목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

전문성

① 고객에게 추천한 투자상품이 만기에 가서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고객의 거친 항의에 대하여 어

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② 고객이 투자 상담을 해 왔을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③ 투자상담시에 우리 회사의 투자 상품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다른 회사의 투자 상품이 있다는 것을 고객이 지

적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

․

․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외식조리학부

평가항목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

전문성

 ① 자신이 생각하는 조라시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② 우리는 왜 우리문화보다 선진국들의 문화를 더 좋아할까요?

 

 ③ 졸업을 하고 본 대학에 더떤 역할을 할 것인가? 

④본인이 현재까지 겪었던 일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슨 일이었으

며,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말해보시오.

 

⑤ 고객과 조리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⑥ 실력있는 조리사와 인성이 좋은 조리사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글로벌한식조리학과

평가항목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

전문성

① 자신이 생각하는 조리사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② 주위에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이유는?

③ 졸업을 하고 본 대학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④ 한식의 세계화에 대해서 설명해보시오.

⑤ 고객과 조리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⑥ 실력있는 조리사와 인성이 좋은 조리사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외식산업경영학과

평가항목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

전문성

① 대학졸업 후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② 본인이 우송대학교 외식산업경영학과에 꼭 들어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③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것

은 무엇입니까?

④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⑤ 선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⑥ 당신이 모 호텔 한식당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가

정하자, 오늘 고객 중의 한 사람이 갑자기 메뉴에 없는 음

식을 주문했을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1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기출 문제(예시)
외식조리영양학부

평가항목 2011학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내용)

인  성

․

전문성

1.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이

라 생각하는가?

2. 초중고교 시절을 보내면서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추억은 무엇이며 이

것이 자신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3. 중요한 문제에 대해 친구간에 의견이 다를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

이가?

4.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이주한 이웃을 어

떻게 대하고 싶은가?

5.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조리법의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한 외식산업이 최

근 발달되고 있다. 우리나라고유의 전통조리법의 과학적인 접근법을 

사용한 외식산업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6.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은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

다. 이렇게 중요한 식품을 조리 혹은 가공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

는 무엇이며,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7. 현재 메스컴 및 인터넷의 발달로 식품에 대한 기초지식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었다. 식품을 전공하게 된다면 식품

에 대해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싶은지 본인의 생각은?

8. 웰빙바람을 타고 건강기능성 식품의 개발이 한창이다. 이에 맞추어 새

로운 참신한 형태의 건강기능을 강조한 가공식품이나 메뉴를 개발한

다면 본인은 어떤 것을 제안하고 싶은가?

9. 식품과학도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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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① 질문 1
ㆍ대학졸업 후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무엇입니까?

② 질문 2
ㆍ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기타외국어)로 자기소개 

ㆍ영어지문 읽기

③ 질문 3
ㆍ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ㆍ당신이 보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ㆍ소득이 없는 대학생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ㆍ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④ 질문 4
ㆍFamily Restaurant에서 어떤 손님이 음식을 주문할 때부터 계속 까다롭게 군다. 예를 

들면 스테이크의 굽기 정도가 이러니 저러니 하다하고, 스푼이나 나이프가 지저분하다

고 계속 까탈스럽게 하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손님이 마치 자기 혼자인 듯 착각

하고 잔심부름을 계속 시킬 경우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ㆍ당신이 모항공사에서 스튜어디스로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비행중 손님이 옆자

리 외국인 손님 바지에 커피를 쏟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ㆍ당신이 모 호텔 한식당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오늘 고객 중의 한 사

람이 갑자기 메뉴에 없는 음식을 주문했을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ㆍ여행사에서 남자 손님이 동료 여자 종업원에게 일종의 성희롱을 하는 경우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