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2019학년도 정시모집 (나)군
면접고사 안내
Ⅰ. 면접고사 일정 및 장소 안내
1. 일시: 2019. 1. 16.(수) 단과대학별 소집 시간에 해당 대기실로 입실 완료
단과대학

입실완료 시간

사범대학

13:30

미래사회융합대학

18:30

2. 준비물: 신분증, 수험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 신분증: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인근 주민센터 발급) 중 1개 지참.

3. 수험생대기실 안내(Ⅳ. 면접고사장 위치 참조)
가. 사범대학 (제 1고사장: 사회과학관)
고사실

모집단위

수험번호

수험생대기실

1

국어교육과

4460001 ~ 4460030

사회과학관 3109호

2

영어교육과

4470001 ~ 4470026

사회과학관 3105호

3

특수교육과

4480001 ~ 4480027

사회과학관 3208호

4

교육학과

4490001 ~ 4490024

사회과학관 4224호

5

수학교육과

4500001 ~ 4500028

사회과학관 4123호

6

물리교육과

4510001 ~ 4510022

사회과학관 4119호

7

화학교육과

4520001 ~ 4520021

사회과학관 4115호

8

생물교육과

4530001 ~ 4530020

사회과학관 4111호

9

지구과학교육과

4540001 ~ 4540020

사회과학관 4109호

10

음악교육과

4550001 ~ 4550023

사회과학관 4203호

입실완료
시간

13:30

※ 학부모 대기실: 사회과학관 1층 1216호 강의실
※ 음악교육과의 경우, 실기고사에도 응시해야함.[2019.1.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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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사회융합대학 (제 2고사장: 서석홀)
고사실
1,3

모집단위

수험번호

휴먼융합

(정원내)

4850012 ~ 4850032

서비스학부

(정원외)

4850001 ~ 4850029

신산업

(정원내)

4860005 ~ 4860024

융합학부

(정원외)

4860001 ~ 4860023

2,4

수험생대기실

입실완료
시간

서석홀 105호(강의실)
18:30
서석홀 컴퓨터실(2층)

※ 학부모 대기실: 서석홀 1207호(1층 상담실)

Ⅱ. 유의사항
1. 수험생은 교복 및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한 복장 착용이 금지되며 면접 진행 시 개인정보
를 포함한 답변이 금지됩니다.
2. 면접고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다른 전형요소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3. 면접고사 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 수험표를 지참하고 고사 당일 사범대학 13:30, 미래
사회융합대학 18:30까지 해당 수험생대기실에 입실 완료하여,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
면접고사에 임해야 함
4. 수험생은 고사장에 휴대전화, 무선송신기, 호출기, 각종 전송기기 등 면접고사에 불필요
한 물품을 지참할 수 없음
5.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6. 교통체증, 기상악화 등으로 고사장 도착시간이 지연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실완료
시간을 엄수해야 함
7. 면접고사 당일은 교통체증이 예상되니 자가용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
용하기 바람

Ⅲ. 면접고사 진행방법
1. 면접은 컴퓨터가 무작위로 추첨한 면접번호 순서대로 진행함
2. 면접문제는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
3. 수험생 대기실에서 진행요원의 인솔에 따라 면접고사실로 입실하여 면접에 임함
4. 면접위원이 면접문제를 수험생에게 질문하면 수험생이 답변하고, 그 답변에 대하여 면접
위원이 보충질문하면 이에 대해 수험생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함
5. 면접시간은 5분 내외로 진행함
6. 면접고사 진행도

※ 면접고사 기출문제: 조선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ibhak.chosun.ac.kr) 공지사항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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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면접고사장

사회과학관
서석홀

교내버스승강장

고사장

고사진행본부 연락처

사회과학관(사범대학)

062 - 230 - 7303

서석홀(미래사회융합대학)

062 - 230 - 7971

※ 수험생 수송버스 운행: 고사 당일 12:30 ~ 13:30(교내버스승강장에서 출발)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안내 [조선대] 정류장 기준
[급]순환01, [급]수완03, [급]좌석02(조선대병원입구)
[간]지원15, [간]진월17, [간]봉선27, [간]일곡28, [간]운림35, [간]금호36,
[지]금남55, [지]문흥80, 공항버스1000

◆조선대 교내 [조선대병원입구, 조선대대학원, 조선대해오름관] 정류장 기준
[지]419, [지]금남57, [지]매월61, [지]석곡87

Ⅴ. 기숙사 단기이용 안내
1. 신청: 개별 전화 신청, 조선대학교 글로벌 하우스 062)608-5155~6
2. 이용료는 개인 부담(2인 1실 기준 18,000원)
3. 유의사항: 이용 희망일 3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함

조선대학교 입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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