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수시모집 면접(실기) 안내
1. 일시 - 학생부교과 2017. 10. 11.(수) 10:00 ~ 17:00, (30분 전 입실)
※ 광주지역 지원자 오전입실 권장 / 타지역 지원자 오후입실 권장

- 학생부종합 2017. 10. 14.(토) 10:00 ~ 17:00, (30분 전 입실)

[면접고사]
1) 대상자
① 학생부교과 모든 전형(7개 전형) 지원자 전원 (단, 1단계 불합격자 제외)
▶

▶

일반학생 / 지역인재전형 사회복지학부,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경찰법행정학부, 국방기술학부
지원자 중 9월 29일 발표 한 1단계 불합격자 제외
서류 미 제출자, 자격미달 불합격자 제외

② 학생부종합 지원자 전원 (단, 1단계 불합격자 제외)
▶

9월 29일 발표 한 1단계 불합격자 제외

2) 준비물 :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수험표 ※신분증이 없는 수험생은 학교생활기록부 준비
3) 면접고사 방법
- 면접장 입실시 신분증, 수험표를 지참하여 학과별 면접대기실에 30분 전 입실
- 면접대기실에서 면접장소로 들어갈 때 면접고사 참석 확인대장에 서명 후 면접실 입실
- 학과별 응시인원에 따라 면접자 2~4인 이하로 그룹면접(학부과별 기준에 따라 다름)
- 면접시간은 그룹별 10 ~ 20분 정도 진행(학부과별 기준에 따라 다름)

[실기고사]
1) 대상 : 일반학생전형 사진영상드론학과, 음악학과 지원자
2) 준비물 :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수험표 ※신분증이 없는 수험생은 학교생활기록부 준비
- 사진 : 자신의 포트폴리오 8″x 10″프린트(15매 내외)

또는 자유작 동영상 제작물(3분 내외) 중 택 1

- 음악 : 기악전공 – 반드시 반주자 동반

3) 실기고사 방법
- 실기고사장 입실시 신분증, 수험표를 지참하여 학과별 실기고사 대기실에 30분 전 입실
- 실기고사 대기실에서 가번호표 추첨 후 가번호 순으로 고사장으로 들어갈 때 실기고사 참석확인대장에
서명 후 고사장 입실 후 진행

2. 셔틀버스 운행
- 유스퀘어광주터미널, 광주송정역 : 오전 9시부터 운행 30분간격

3. 유의 사항
- 수험생은 평가 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해당 대기 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면접장 입실을 허가 하지 않으니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중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사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즉각 퇴실 조치하고 불합격 처리합니다.

4. 합격자 발표 – 수능 최저 미적용 모집단위 : 2017. 10. 25.(수)
– 수능 최저 적

용 모집단위 : 2017. 12. 08.(금)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대학교 입학처 [무료] 080-670-26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대학교 입학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