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모의전형 체험 프로그램 안내

1. 행사개요
가. 대상 : 신청자 중 선발된 학생
나. 일시 및 장소, 면접인원
구분

일시

인문·경상계열

2022.07.26.(화) 9:30~14:00

자연계열 및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

2022.07.27.(수) 9:30~14:00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문·경상·자연·융특

2022.08.03.(수) 9:00~12:30

장소
숭실대학교
형남공학관 115호
숭실대학교
형남공학관 115호
온라인(Zoom)

면접인원
70명

70명

20명

※ 8/3일 진행되는 모의면접은 본교에 방문하지 않으니, 개인별 실시간 온라인 면접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 학교생활기록부 업로드 기간 : 2022. 07. 14(목) 24:00까지 업로드
* 학생부 미보유자는 숭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 입학전형 안내→ 서식다운로드 서식을 다
운받아서 작성 후 업로드
https://iphak.ssu.ac.kr/board/file_view.asp?number=154&srchoption=&keyword=&flag=1&page_n
o=1_1_5&page=1
라. 유의사항
1) 기간 내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으면 미참여로 간주함
2) 학교생활기록부는 ‘1페이지에 1장씩 ★단면★’ 스캔하여 PDF파일로 업로드
3) 파일명은 반드시 ‘모집단위_고교명_이름’으로 저장 (예: 전자정보(IT융합)_숭실고_김숭실)
4) 업로드 시 PDF 파일형식만 가능
5) 8/3(수) 비대면(온라인)면접대상자 학생에게는 개별로 <면접관련 안내>를 7/29(금)까지 메일
로 발송 예정(온라인 위한 PC(노트북), 카메라, 마이크 등 필요)
6)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 후, (온라인)설문지를 제출한 학생에게만 이수증 배부(발송)
마. 문의 : 820-0011~0012, 828-7457, 82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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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생활기록부 블라인드 처리 및 업로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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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일정

<7/26, 7/27: 오프라인>
시간

일정

비고

09:30 ~ 10:00(30′)

등록 및 접수

형남공학관 115호

10:00 ~ 10:40(40′)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특강

조별 멘토 학생과의 인사 포함

10:40 ~ 12:00(80‘)

모의면접(1명당 13분 이내, 면접 및 피드백)

1개조 7명씩 10조

12:00 ~ 13:30(90‘)

점심 식사 및 선배와의 멘토링

형남홀 및 교내/
중식 제공

13:30 ~14:00(30‘)

폐회 및 단체 기념사진 촬영

형남홀/

설문작성 및 퇴실

멘토링 끝에 URL 안내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이 변경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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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온라인>
시간

일정

비고

09:00 ~ 10:00(60′)

온라인 접속 및 테스트

학생 개별 테스트

10:00 ~ 10:30(30′)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특강

-

모의면접(1인당 13분 이내, 면접 및 피드백)

1개조 5명씩 4개조

⇓
10:30 ~ 12:30(120‘)

선배와의 멘토링

-

⇓
설문작성 및 종료

멘토링 끝에 URL 안내

4. 숭실대학교 오시는 길

✔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3번 출구

✔ 버스
(간선) 501, 506, 641, 650, 750, 751, 752, 753
(지선) 5511,5517
(공항) 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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