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입학처 입학사정센터

2016 SSU미래인재위크
모의전형 체험 프로그램 안내
숭실대학교 입학사정센터에서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학생부종합전형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숭실대학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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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가. 대상 : 전국 고등학교 고등학생
나. 날짜 : 2016.07.20.(수) - 인문・경상계열, 2016.07.21.(목) - 자연계열
다. 장소 : 숭실대학교 형남공학관 (장소 추후 공지)
라. 신청방법: 숭실대학교 입학처 입학사정센터 홈페이지 안내 공지, 자기소개서 온라인 입력
마. 신청기간: 2016.06.15.(수) 11:00 ~ 2016.06.24.(금) 17: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바. 선정방법: 자기소개서 심사 후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참가자 선정 (인문계100명, 자연계100명)
사. 참가자발표: 2016.07.12.(화) 11:00 , 숭실대학교 입학처 입학사정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 예정
아. 유의사항: 참가일 변경은 불가능하며, 참가자로 선정된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Ⅱ)사본을 행사 당일 제출해야함
자. 문의 : 숭실대학교 입학처 입학사정센터, 02-820-0014, 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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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정
시간

일정

비고

10:00 ~ 10:20 (20′)

등록 및 접수

형남115

10:20 ~ 10:25 (05′)

인사말

10:25 ~ 10:40 (15′)

일정 안내 및 조별 멘토 학생과의 인사

10:40 ~ 12:40 (120′)

A조

모의면접

12:40 ~ 13:40 (60′)

13:40 ~ 15:40 (120′)

B조

10:40 ~
11:50(70′)

2017학년도
숭실대학교 전형안내,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특강

12:00 ~
12:40(40′)

선배와의
멘토링

점심식사 및 캠퍼스투어

A조

13:40 ~
14:20(40′)

선배와의
멘토링

14:30 ~
15:40(70′)

2017학년도
숭실대학교 전형안내,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특강

15:40 ~ 16:30 (50′)
16:30 ~ 16:50 (20′)

B조

슈가온과 입학사정관이 함께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토크 콘서트
폐회 및 단체 기념사진 촬영
설문작성 및 퇴실

※ 점심식사 및 간단한 다과 제공
※ 프로그램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행사 당일 전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참가확인서를 발급함

모의면접

숭실대학교 입학처 입학사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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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문항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
랍니다(1,0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1,500자 이내).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리더십발휘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4. 지원동기와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 및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