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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보건행정과 수시2차 면접 안내 ]

[ 2020학년도학년도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 수시수시2차차 면접면접 안내안내 ]  

※ 면접면접 일시일시 : 2019. 11. 23(토토) 오전오전 09:00~ (선착순선착순) / 오후오후 1시까지시까지 사랑관사랑관 304호호 입실입실 완료완료
    * 자기소개서 작성 완료 후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당일 배부되는 종이에 작성하여 제출)
    * 전화면접은 따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면접면접 준비물준비물 : 신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기구
 
※ 면접면접 복장복장 : 교복 또는 단정한 옷차림
 
※ 면접면접 장소장소 : 사랑관 3층     
 

 면접 대기실

 사랑관 303호 학부모 대기실 

 사랑관 304호  학생 대기실

 면접실

 사랑관 301호  1차 면접

 사랑관 305호  2차 면접

(안내에안내에 따라따라 1차차, 2차차 면접실면접실 모두모두 입실해야입실해야 함함)  

 
※ 면접면접 진행진행 안내안내
   1) 자기소개서 작성 (당일 배부되는 종이에 작성 후 제출)
      - 성장과정, 성격 및 장단점, 학교생활 및 경력사항(자격증), 지원동기와 입학 후 포부
   2) 간단한 영어지문 해석
   3) 제시문을 통한 전공학습 기초 소양 평가 (면접 진행 전 전공 관련 제시문 배부)
 
※ 면접면접 유의사항유의사항 :
   1) 한한 학생당학생당 2차례차례 면접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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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에 따라 301호, 305호 두 곳 면접실 모두 입실하여 면접을 보셔야만 면접 점수가 최종 반영되오니 향후
      불이익 없도록 확인 바랍니다.
 
   2) 자기소개서 작성시간 및 대기시간이 길어져 면접 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 오후 1시까지 입실하여 주시길 바랍
니다.
 
   3) 추가 면접은 진행되지 않으니, 부득이한 사항은 오전 일찍 오셔서 대기하시길 바랍니다.
 
   4) 전공학습 기초 소양 평가에 필요한 제시문은 당일 자기소개서와 함께 배부됩니다.
       제시문에 줄긋기 및 메모 작성(낙서)은 금합니다.
       면접 끝나신 후 제시문은 깨끗한 상태로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문의사항

- 보건행정과 학과사무실 : 054)260-5621
- 문의가능 시간 : 09:10~17:50 (점심시간: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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