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숭실대학교 SSU미래인재WEEK(모의전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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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가. 일시: 2018.07.24.(화) 1회차-오전조(9:00~14:00), 2회차-오후조(13:00~18:00)
나. 장소: 숭실대학교 형남공학관 1층 115호
다. 대상: 전국 고등학교 학생 120 명
라. 준비물: 학교생활기록부(Ⅱ) 사본 1부
마. 유의사항
1) 모의면접은 실제 면접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제 면접에서 교복 착용을 금지할 예
정이므로 모의면접에서도 면접 대비를 위해 교복 착용을 자제하기 바람
2) 불가피하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기간 내에 전화로 취소의사를 밝혀야 함
- 2018.07.11.(수) 11:00 ∼ 07.13.(금) 17:00
3) 전체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행사 당일 이수증을 발급, 배부할 예정임
(재발행 불가함)
4) 간단한 식사 및 다과를 제공함
5) 학부모 대기실(형남공학관 2층 형남홀)이 마련되어 있음
바. 문의: 숭실대학교 입학처 입학사정센터(☎ 02-820-0011~0012, 00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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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회차
(오전조)
총
5 시간

프로그램 일정
시간

일정

장소

9:00 ~ 9:30 (30′)

등록 및 접수(다과 제공)

9:30 ~ 9:40 (10′)

인사말씀 및 학교 소개(입학사정센터장)

9:40 ~ 10:10 (30′)

일정 안내, 조별 멘토 학생과의 인사 및 대화

10:10 ~11:30 (80′)

조별 모의면접 진행
1 명당 10 분(8 분 면접, 2 분 피드백)

형남 1 층
강의실

11:30 ~ 12:10 (40′)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 특강(입학사정관)
(학부모 대기실에서는 학부모 1:1 상담 진행)

형남공학관
115 호

12:10 ~ 13:00 (50′)

점심 식사

학생식당

13:00 ~ 13:50 (50′)

단체사진 촬영, 조별 멘토링 및 질의응답

13:50 ~ 14:00 (10′)

설문작성 및 퇴실

형남공학관
115 호

형남 2 층
형남홀

2 회차
(오후조)
총
5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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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일정

13:00 ~ 14:00 (60′)

등록 및 접수(점심도시락 및 다과 제공)

14:00 ~ 14:10 (10′)

인사말씀 및 학교 소개(입학사정센터장)

14:10 ~ 14:40 (30′)

일정 안내, 조별 멘토 학생과의 인사 및 대화

14:40 ~ 16:00 (80′)

조별 모의면접 진행
1 명당 10 분(8 분 면접, 2 분 피드백)

형남 1 층
강의실

16:00 ~ 16:40 (40′)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 특강(입학사정관)
(학부모 대기실에서는 학부모 1:1 상담 진행)

형남공학관
115 호

16:40 ~ 17:50 (70′)

단체사진 촬영, 조별 멘토링 및 질의응답

17:50 ~ 18:00 (10′)

설문작성 및 퇴실

숭실대학교 오시는 길

가.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3번 출구
나. 버스: (간선) 501, 506, 641, 650, 750, 751, 752, 753
(지선) 5511, 5517 (공항) 6019

비고

형남공학관
115 호

형남 2 층
형남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