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과대학 2018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안내
* 수험생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착오 없도록 유념하여야 합니다.
* 일반전형 수험생은 지정과목(수학)에 대한 면접 및 구술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 고사일 : 2017년 12월 1일(금)
2. 예비소집 : 없음
3. 시간표
구

분

수학

면접대기실 입실시간

고 사 시 간

오전 07 : 30 까지

면접 순서에 따라 45분 준비, 15분 면접

4. 수험생 면접대기실 안내
□ 공과대학 (고사본부 302동 107호, 고사 당일의 전화번호: 02-880-8850)
학 부 (과)

면 접 조

면접 대기실
(302동)

건설환경공학부

1조, 2조, 3조, 4조

308호

건축학과

1조, 2조, 3조, 4조, 5조

619호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509호

기계항공공학부
우주항공공학전공

1조, 2조, 3조

408호

산업공학과

1조, 2조

508호

에너지자원공학과

1조, 2조, 3조

208호

원자핵공학과

1조, 2조, 3조

719호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409호

10조, 11조, 12조

508호

재료공학부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408호

조선해양공학과

1조, 2조, 3조, 4조

508호

컴퓨터공학부

1조, 2조, 3조, 4조, 5조

308호

화학생물공학부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208호

전기‧정보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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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접 및 구술고사 진행
(1) 수험생은 오전 07시 30분까지 반드시 해당 【면접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건물 입구에서
수험표, 신분증을 꺼내 제시 후 입장)
(2)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번호를 확인(출력하여 지참)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면접번호표를 받고 대기합니다.

※ 신분증 인정 범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이전의)여권,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임시신분증, 청소년증(사진, 주민등록번호,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
관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의 신분확인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 및 사진이 있는 카드형 학생증만 인정
(3) 안내요원의 호명과 안내에 따라 대기하고, 인솔요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답변준비실】로 이동합니다.
(4) 주어진 문항에 대해 45분 동안 답변준비를 하며, 제공되는 연습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5) 답변준비 시간이 종료되면, 인솔요원의 안내에 따라 답변준비실에서 【면접실】로 이동합니다.
(6) 순서가 되면 답변준비한 연습용지를 들고 면접실에 입실합니다.
(7) 입실하여 면접번호를 말한 후, 지정된 자리에 앉습니다. 면접번호 이외에 학교나 이름 등을
이야기하여서는 안됩니다.
(8) 15분 간 면접위원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9) 면접 및 구술고사를 마친 후 퇴실하여 연습용지를 반납하고, 안내에 따라 고사장을 나갑니다.
(문항지와 연습용지는 고사장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6. 유의사항
(1) 수험생은 【면접대기실】에 일단 입실하면 고사 종료 시까지 안내요원의 허락 없이 대기실 밖으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단, 안내요원의 허락 하에 동행하여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답변준비실】 입실 후에는 화장실 이용 불가
(2) 수험생은 면접대기실에 입실한 후에는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합니다.
(3)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전기, PDA,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녹취기(보이스 펜 포함),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각종 무선통신장비 등의 소지품은 진행요원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 관리하며, 이후 소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결격처리 됩니다.
(4) 답변준비실에 비치된 연습용지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사실이 발견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결격처리 됩니다.
(5) 답변준비 시간(45분)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답변준비실을 나와 면접실로 이동해야 하며, 이동시
다른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용히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수험생의 이름과 학교가 나타나는 교복, 제복, 체육복 등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7) 학부모는 어떠한 경우라도 고사장 건물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대기실은 고사장 옆에
위치한 301동(신공학관) 2층(201호, 202호, 203호, 204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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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사항 안내
(1) 식당이용 : 수험생과 학부모는 301동 지하1층 학생식당 및 1층 교직원식당 등을 오전 11시 30분
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고사 당일 교통 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합니다.(신속하게 하차하시고,
고사장 주변은 일방통행을 실시함)
(3)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12. 22.(금), 홈페이지(http://ipsi.snu.ac.kr)에서 확인
* 합격자에 대한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오시는 길 : 「공과대학 홈페이지(http://eng.snu.ac.kr) → 공과대학소개(캠퍼스안내) →
찾아오시는 길 」 참조

□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대기실 : 302동(신공학관)
□ 학부모 대기실 : 301동(신공학관) 2층(201호, 202호, 203호,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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