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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추천자전형 면접고사 기출문제
1. 면접흐름도
대기 장소
∘ 휴대폰, 소지품
반납하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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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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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평가

퇴 실

Ü ∘ 소지품 수령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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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접은 입학사정관 면접위원 3인이 수험생 3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 함
3. 면접 문제는 입학사정관들이 1문제씩 출제하여 부총장이 추첨하여 오전문제,
오후문제 선정 함

◘ 자기추천자(학생부종합) - 오전

오전 문제

문제

자신이 읽었던 책 중에서 미래의 꿈과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책에 대하여 소개해보십시오.
이때, 책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설명하시오.

자기 추천자전형은 자신의 꿈과 희망, 미래에 대한 포부를 바탕으로 희망대학, 희망학과를 선택하게
출제

된다. 그러므로 그 어떤 전형보다 미래에 대한 자신의 계획과 꿈, 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의도

학생들은 교육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과 희망, 미래에 대한 탐색을 꾸준히 이어왔는데, 도움을 준
여러 경험 중 특히 독서를 통한 탐색의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1. 자신이 읽은 책 중,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책, 또는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 자신이 누구인가 등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책을 선택하여 그 책의 이름과 저자 등을 밝힌다.

모범

2. 그 책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한다.

답안

3. 특히 그 책을 읽는 과정에서 감명 받은 부분,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상황을 대입해보거나, 자신의
처지를 돌이켜볼 수 있었던 기회 등을 설명한다.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 등에
대하여 이야기해도 좋다.

고등학교 <문학 Ⅰ>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국어’과목 중에서 ‘문학’ 영역을 심화 발전시킨
과목이다. 이 과목의 목표는 ‘문학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의 가치와
출제

아름다움을 향유하며, 공동체의 문화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이다. 이를 바탕으로 특히 ‘문학이

근거

인간과 세계의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를
바탕으로, 자신이 읽은 여러 독서 경험 중,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독서
체험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한다.

◘ 자기추천자(학생부종합) - 오후

오후 문제

문제

직업선택에 있어서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일”과 본인이 “좋아하는 일” 중 어떤 작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선택하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출제

가치 갈등이 있는 내용에 대해,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의도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모범
답안

∘ 제시된 문제를 이해하여 2개의 안 중 1개의 안을 선택할 수 있다.
∘ 선택한 1개의 안에 대해 내용구분이 명확한 3가지 이상의 타당한 이유를 열거하며 설명할 수
있다.
∘ 본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하는 아래의 고등학교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학생이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소개되는 전체 교과목을 균형있게 학습할 때 성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편적 능력과 태도에 근거한다.
∘ 고등학교 교육목표 –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출제
근거

함양 :
1)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학습의
기본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2)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3)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4) 국가 공통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