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동서대학교 수시모집
인문사회계열 기출문제

면접고사 문제 (공통소양)
1. 요즘같이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옛 선인들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결여된 예를 들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라.
4. 지금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5. 사회 지도자층이 왜 일반인 보다 엄격한 처신을 하고 더 강한 의무를 져야 하는지 말해보시오.
6.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7.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왜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8. 국제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9. 드라마 배역이 자신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배역을 하고 싶은가? 그 이유는?
10. 우리 사회에서 남녀 성차별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되는 사례 한 가지를 밝혀보라.
11. 현대사회에서 행복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2.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3.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말해 보라.
14. 자신은 어떤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는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관해 말하라.
15. 학비에 보태기 위해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학업성적이 저하되는 등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면접고사 문제 (전공 적합성)
경영학부
면접문제
출제의도

경제에 있어 시장이란 무엇이며 과거에 비해 오늘날 달라진 것은 무엇인
가?
시장의 개념에 대한 이해 파악
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서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기구를 말한

모범답안

다.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전자 상거래 시장과 같은 새로운 시장
이 등장하여 기존의 시장에서 가지는 시간,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게 되
었다.

경영학부
면접문제

담합이란 무엇이며 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제의도

시장 실패에 대한 이해도 확인

모범답안

과점 기업들이 경쟁을 제한하고 새로운 경쟁 기업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
해 상품의 가격, 생산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경영학부
면접문제

시장의 불균형에 대해 설명 하시오.

출제의도

시장 가격의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도 확인

모범답안

그 당시에 형성된 수요 및 공급상황에서 수요 측의 힘과 공급측의 힘이
맞아 떨어지지 않아 초과 수요나 추과 공급이 발생하는 상태

경영학부
면접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출제의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의 점검
오늘날 세계적으로 기업 경영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는 기
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에 대한 관심

모범답안

이 높아졌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의 이해관계 집단과 일반 국민
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기업 행동의 규범 체계를 의미한
다.

경영학부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
면접문제

고 있는데 이를 보호무역이라고 한다.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
하시오.

출제의도

보호무역의 이득과 한계에 대한 이해도 측정

모범답안

국내유치산업의 보호, 국민소득증대와 실업 방지, 국가 안전 보장

경영학부
면접문제

인플레이션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제의도

인플레이션의 의미에 대한 파악

모범답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 하고, 반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 이라고 한다.

영어학과
외국인 친구와 또는 외국 여행에서 문화적 차이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나
면접문제

경험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혹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알고 있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간단히 말해보세요.

출제의도

글로벌 시대에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력 측정.

모범답안

문화적 차이 인식 - 인사, 의복, 식사예절, 선물하기, 개인적 질문하기 등

영어학과
면접문제

출제의도

세계 공용어로써 사용되는 영어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영어전공 지원자로서 영어의 지역적 상의점에 대한 이해도 측정.
영어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일단 영국식 영어, 호주 및 뉴
질랜드식 영어, 미국 및 캐나다식 영어가 발음, 문법, 표현법 등에서 조금

모범답안

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다 극단적인 예는 소위 Singlish라고 불리는 싱
가폴식 영어나 필리핀 등지에서 말해지는 동남아식 영어도 있다. 또한 한
국식 영어인 Konglish도 존재한다. 이런 영어는 발음, 문법, 표현법 등에서
소위 말하는 “표준 영어”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영어학과
면접문제
출제의도

영어권 문화와 아시아 문화권에서 사람을 쳐다보는 시선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혹시 그 차이를 안다면 말해보세요.
영어권과 아시아권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지 알기 위함.
유럽 및 미국에서는 사과하는 사람이 상대를 향해서 눈을 들어 쳐다보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이지만 아시아권에서는 주로 나이가 어린

모범답안

사람이 웃사람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사과하는 것은 불손한 태도로 여긴
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빤히 쳐다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황함을 줄
수 있음을 글로벌 매너로 인식

영어학과
면접문제
출제의도

모범답안

우리나라도 이제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 들어섰다.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자신의 자세를 알고자 함
자문화 중심주의나 사대주의를 버리고 화이부동과 창조적 수용의 자세가
요구된다.

영어학과

면접문제

출제의도

모범답안

세계화 시대에서 실시간 정보 검색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어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세계화의 진행과 영어구사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측정.

영어로 된 정보를 신속히 접해서 바로 이해함으로써 최신의 정보에 단시
간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영어학과
미국 역사 상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
면접문제

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잘 실천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 보세요.

출제의도

미국 역사와 상식에 대한 이해력 측정

모범답안

빌게이츠, 앤드류 카네기, 존 록펠러 등

일본어학과
면접문제
출제의도

일본 가정을 방문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일본의 예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일본문화의 기초지식을 확인하고
자 함.
일본에서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에는 미리 약속을 해야 하며 작은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예의다. 신발을 벗어서 신발의 앞코가 문 쪽으

모범답안

로 향하도록 올려놓고, 남녀 모두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 예의이다. 선물
은 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기 전이나 자리에 앉은 후 바로 건네주도록
한다.

일본어학과
면접문제

출제의도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시오.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일본문화의 기초지식을 확인하
고자 함.
데즈카 오사무 감독의 작품인 우주 소년 아톰은 1963년에 처음으로 텔

모범답안

레비전에 방영된 애니메이션이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그의 대표작 '이웃집의 토토로'와 '센과 치히로의 행
방불명' 등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일본어학과
면접문제
출제의도

일본의 식사예절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일본의 식사예절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일본의 사회와 문화에 관한 기초
지식을 확인하고자 함.
일본에서는 밥그릇과 국그릇을 손에 들고 먹는다. 여럿이 먹는 경우, 그릇

모범답안

의 음식을 개인 접시에 덜어서 먹는다. 그럴 경우 개인 젓가락을 쓰지 않
고 공동 젓가락을 사용한다. 식사 전에 손을 모아 ‘いただきます(잘 먹겠
습니다)’라 인사하기도 한다.

일본어학과
면접문제
출제의도

모범답안

일본의 인사말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하세요．
일본어에

대한

기초지식을

통하여

일본어

학습능력을

가늠코자

함．
일본에는 아침，おはようございます

점심，こんにちは， 저녁，こんばん

は로 구분하여 인사한다．

일본어학과
면접문제
출제의도

일본의 전통 의복문화에 대해 설명하세요．
일본의 의복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일본문화에 관한 기초지식을 확인
하고자 함.
일본의 전통의상을 가리켜 기모노라고 하며 설날， 성인식， 결혼식 등
격식을

모범답안

갖추어야 할 때에 입는다. 기모노는 오비라고 하는 넓은 허리띠

를 두르고 버선과 비슷한 다비를 신으며 전통신발인 조리를 신는다．마쓰
리 때는 유카타를

입는데 옷감은 면을 사용하고 무늬가 화려한 것이 특

징이다．

일본어학과
면접문제
출제의도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아는 대로 서술해 보시오.
일본 야스쿠니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일본 정치의 우경화에 대한 기초지
식을 확인하고자 함.
일본 천황을 위해 싸우다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제2

모범답안

차 세계 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어 군국주의를 조장하다
는 논란이 있다.

중국어학과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여러 명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면접문제

春節(설), 元宵節(정월대보름), 端午節(단오), 中秋節(추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명절 중 중국의 春節과 우리의 설에 대해 소개해보시오.

출제의도

중국의 명절에 대한 질문을 통해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
고자 한다.
음력 1월1일 春節(설)은 중국 최대 명절입니다. 액운을 쫒는 의미로 폭죽
을 터뜨리고, 餃子(만두)를 먹습니다. 또, 대문이나 기둥에 춘련이나 연화

모범답안

를 붙여 복을 기원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붉은 봉투에 세뱃돈을 넣어 주기
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설에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만들어
먹으며, 어른들께 세배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세배를 받은 어른들은 덕
담과 세뱃돈을 주고 민속놀이로 윷놀이, 연날리기 등을 즐깁니다.

중국어학과
차(茶)를 빼놓고서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중국인들
면접문제

은 차를 즐겨 마십니다. 중국의 차(茶)문화와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의 전통차가 있다면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해보시오.

출제의도

중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인 차(茶)를 통해 중국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중국 속담에 ‘아침에 차를 마시면 하루 종일 위풍당당하고, 정오에 차를
마시면 일하는 것이 즐겁고, 저녁에 차를 마시면 정신이 들고 피로가 가
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인들이 차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차

모범답안

의 여러 가지 효능을 즐기고 삶의 여유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차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녹차, 우롱차, 홍차 등으로 나
눌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이유를 말해본다.

중국어학과
문화예술은 외국인과의 교류 시 좋은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중국의 전통
면접문제

출제의도
모범답안

예술이나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 전통 예술에 대해 소개해보시
오.
중국 전통 예술을 통해 중국문화에 대한 관심도 및 발표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자유형문제

중국어학과
중국에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영감
면접문제

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에 매진하여 끝까지 노력하면 언젠
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열심히 노력한 일이 있다면 소개해 보시오.

출제의도

중국 고사성어를 통해 학생의 태도와 성실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모범답안

자유형문제

중국어학과
만리장성(萬里長城)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적으로 진나라
면접문제

때 쌓은 성벽입니다. 진나라와 만리장성이 지닌 의미에 대해 설명해보시
오.

출제의도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을 통해 중국 역사에 대한 관심도 평가
진나라는 중국최초의 통일왕조로, 부국강병책을 실시하여 강력한 중앙집
권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시황제는 화폐, 도량형, 문자를 통일하는 부국
강병책을 실시하고, 만리장성을 쌓아 흉노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만리장성

모범답안

은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불리고 중국통일의 상징물로 여겨지기도 하
지만, 분서갱유의 사상탄압과, 엄격한 법치와 더불어 무리한 공사에 반발
한 농민들의 반란으로 시황제 사망 후 15년만에 진나라가 멸망하는 계기
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어학과
순자의 성악설은 사람의 본성이 악하며, 선은 오직 인위적인 교육과 교화
면접문제

출제의도
모범답안

를 통해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악설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
지 자신의 의견을 간단하게 소개해보시오.
중국 고전사상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자유형 문제

동아시아학과
면접문제
출제의도

중국의 한 자녀 낳기 정책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하시오.
중국 사회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중국문화와
확인하고자 함.
중국은 1979년 ‘한 자녀 낳기’정책

모범답안

중국사회의 기초지식을

실시

이후

대부분의 가정이 세 식

구로 구성되어 있다． 8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개성이 강하고 창의력
이 뛰어난

면도 있지만 과잉보호로 인해 자기중심적으로 성장하기 쉬워

중국에서는 그런 사회 현상을 ‘작은 황제 신드롬’이라고 한다．

동아시아학과
면접문제
출제의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동아시아에서 제기되고 있는 역사 문제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확인하고자
함.
한일 간의 역사 인식 차이로 갈등이 일어나 외교 관계가 긴장되고 국민감
정이 악화된 것은 1982년이 처음이었다.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

모범답안

다. 한국에서는 왜곡된 부분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에 수정을 요구하는 한
편, 독립기념관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 후 2001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일본의 우익 시민 단체가 만든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다시 갈등이 야기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동아시아학과
면접문제

독도 문제에 대해 아는대로 설명해 보시오.

출제의도

동아시아 영토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신라 때부터 영유하였고 조선 숙종 때에는
안용복의 활약으로 일본이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였다. 1900년에 대한

모범답안

제국은 칙령 제41호에 의해 조선 고유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전 후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영토 주권을 행사하
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동아시아학과
면접문제
출제의도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동아시아 영토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동아시아 현황에 관한 기초지식
을 확인하고자 함.
한중사이에는 동북 공정을 둘러싼 역사 갈등이 존재한다. 중국은 동북 공
정을 통해 고조선, 고구려, 발해 및 이 지역의 역사를 중국의 지방사로 인

모범답안

식하는 역사관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역사 주권의 침해라고 즉각
반발하면서 양국 외교부 대표 간에 이 문제를 학문적인 차원에 한정하고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는 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

동아시아학과
면접문제
출제의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기초지식을 확인하고자
함.
일본 정부는 침략 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식민지 여
성들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나서서 한 일이 아니라

모범답안

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1991년 한국의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공개하자 일본 국내외에서 강한 비판 여론이 일어났다. 결
국 일본정부는 고노 관방 장관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보상과 같은 책임 있는 과거 청산은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아시아학과
면접문제
출제의도

조선시대 통신사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조선통신사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동아시아 역사에 관한 기초지식을 확인
하고자 함.
조선의 통신사는 임진 전쟁 이후인 1607년 재개되어 1811년까지 모두 열
두 차례에 파견되었다. 부산으로 출발한 통신사 일행은 쓰시마에 상륙하

모범답안

여 에도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각 지역 다이묘들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
았다. 한국에서는 통신사를 주로 '조선의 우월한 문화를 전달해 준 존재'
로 보는 데 비해 일본 일각에서는 '일본에 온 조공 사절'로 인식하려는 경
향이 있다.

국제학부
면접문제

무역의 이익과 필요성은 무엇인가?

출제의도

무역의 이익 및 필요성의 의미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함
어느 나라든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역에 의존

모범답안

한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이라도 외국에서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면 직접 생산을 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
다.

국제학부
면접문제

엥겔 계수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출제의도

기초적인 경제지식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함

모범답안

‘엥겔 계수’란 가계의 총지출에서 식료품비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
타낸다. 저소득층일수록 엥겔 계수의 값은 커진다.

국제학부
면접문제

세계화의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출제의도

세계화의 의미 및 문제점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함
세계화로 인한 시장의 통합은 경쟁력이 낮은 산업을 도태시킬 수 있다.

모범답안

미국의 철강 회사들과 섬유 회사들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에 밀려서 도태된 적이 있고 우리나라의 농업도 자유 무역 확대에 따
른 경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학부
면접문제

G20 정상 회담이란 무엇인가?

출제의도

G20 정상 회담의 의미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함
1999년 12월 G7과 신흥 시장이 참여하는 G20가 창설되었다. 회원국은 미
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과 한국, 아르헨티나,

모범답안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
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등 신흥 시장 12개국에 유럽연합이 참여하여 20개
국이다.

국제학부
면접문제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제의도

지역 경제 협력체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함
1989년 환태평양 지역 최초의 범정부 간 협력 기구로 출범하여 한국, 미

모범답안

국, 일본, 호주 등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 경제 협력과 무역 자유
화 촉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학부
면접문제
출제의도

교통·통신의 발달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교통 및 통신의 발달이 무역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가를 알고자 함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무역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
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먼 길을 이동해야

모범답안

했기 때문에 무역은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중세 이후 신항로의 개
척 및 통신의 발전은 동·서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역로가 등장하고 정보
공유를 통하여 위험부담 감소로 무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
다.

International Studies과
면접문제
출제의도

What is deflation?
디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
영어실력과 경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점검하고자한다.
In economics, deflation is a decrease in the general price level of

모범답안

goods and services.
디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International Studies과
면접문제
출제의도

Why is modern society called an "information society"?
현대 사회를 왜 정보사회로 부르는가?
영어실력을 점검하고자한다.
Because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has made

모범답안

information the most important resource.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원
이 되었기 때문이다.

International Studies과
면접문제
출제의도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세계화와 지역화가 어떻게 다른가?
영어실력과 세계지리에 대한 기본지식을 점검하고자한다.
Globalization is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arising from
the interchange of world views, products, ideas, etc. Regionalization is
when an area of the world containing several countries attains to

모범답안

world prominence in the globalized system.

세계화란 인간의 공간적

활동 범위가 국경의 제한을 넘어 전 세계가 같은 정치적 / 경제적 / 문화
적 생활권을 형성해 나가는 범세계적 흐름을 말한다. 이 흐름 속에서 하
나의 지역이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갖게 되는 과정을
지역화라고 한다.

International Studies과
면접문제

출제의도

모범답안

What does the world community do to try to solve conflict?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는가?
영어실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본지식을 점검하고자한다.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UN이 국제 재판소를 두고 있고 유엔 평화
유지군을 파견한다.

International Studies과
Explain some of the problems caused by South Korea's economic
면접문제

growth.
한국경제성장 과정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가?

출제의도

영어실력과 한국사에 대한 기본지식을 점검하고자한다.
Increased economic dependence on foreign countries; growing gap
between large and medium/small enterprises; growing gap between

모범답안

urban and rural areas and between rich and poor, etc.
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커
졌다; 빈부격차와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심해졌다.

International Studies과
면접문제

출제의도

What is a multinational corporation?
다국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영어실력과 경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점검하고자한다.
It's a corporation that has its facilities and other assets in at least one

모범답안

country other than its home country.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생산과 판
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한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면접문제

대중문화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대중문화의 규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규제의 필요성은 인식하지

출제의도

만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대중문화 규제의 역기
능 이해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
1960년대~1990년대 음반사전 심의자료 원본에는 요즘시대의 기준으로 보
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금지곡을 지정했던 검열의 흔적들이 남아

모범답안

있다.

송창식의 ‘고래사냥’과 ‘왜불러’는 시의 부절적하다는 이유로, 들국

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은 가수의 창법이 퇴폐적이라거나 세상을 왜 모르
냐는 트집을 잡아서 ... 등의 이유를 들어 그 노래들을 금지곡으로 지정하
였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면접문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미디어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
현재 뉴미디어의 특징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쌍방향 소통

출제의도

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미디어는 어떠한 것인지 이해도 평가를
위한 질문
오늘날 우리의 삶은 대중 매체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매스 미디어, 즉 대
중매체는 크게 인쇄매체, 음성매체, 영상매체, 뉴미디어 매체 등으로 나눌

모범답안

수 있다. 인쇄매체는 책과 신문 등을 들 수 있으며, 음성과 영상매체인 라
디오 텔레비전 등을 거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이동통신 등의
뉴미디어 매체로 발전하였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면접문제
출제의도

언론 자유가 보장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언론에 대한 개인의 관심도를 측정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
첫째 원만한 인격발달의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민주주의의

모범답안

기초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대중의 생각을 잘
못으로 이끌 수 있다. 넷째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재생산을 위한 조건이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면접문제

출제의도

대중매체가 주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의 역기능을 설명하시오
대중매체의 역기능 중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
대중매체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대중에게 대중문화를 일방적으로 전
달하여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획일화 시킬 수 있다. 또한 대중매

모범답안

체는 여과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여 대중의 비판적
사고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 저급한 문화가 양산
되는 경우에는 문화의 질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면접문제

뉴미디어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시오
취약층의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정보격차의 해결방안

출제의도

도 같이 모색해 볼 수 있는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
SNS를 통해 미국, 유럽등의 정보도 손쉽게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 국

모범답안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도 언론보다 오히려 SNS가 더 빨리 소식을 전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타인과 차별화된 개인의 경쟁력
을 만들어 낸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면접문제
출제의도

기억에 남는 광고문안과 이유를 설명하라
광고에 대한 관심도와 기억에 남는 광고 문안을 발표함으로써 이해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
광고문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모범답안

첫째, 광고문은 흥미로운 글이다.
둘째, 광고문은 간결하고 명료한 글이다.
섯째, 광고문은 독창성과 심미성이 있는 글이다.

사회복지학부
면접문제
출제의도

사회보험이란 무엇이며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한 축인 사회보험제도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정확
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자 함.
사회보험은 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노후 소득보장(경제적 어려움), 질병, 치

모범답안

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수발, 실업, 직업병이나 산업재해와 같
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소득유지제도임.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 국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음.

사회복지학부
면접문제
출제의도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에 대해 제시해 보시오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알고 있는지 확
인하고자 함.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결혼 연령의 상승, 미혼율
의 증가,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증가, 소 자녀관의 확산 등을 꼽을 수 있

모범답안

다.
고령화의 원인은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연
장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학부
면접문제

빈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누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빈곤을 사회문제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빈곤의 원인에 따른 관점

출제의도

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과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국가 차원에서는 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데, 빈곤층의 기초생활 지원, 일자리 지원, 최저임금제 시행, 소득세나 상

모범답안

속세에 대한 누진세 강화 등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개인 차원에서도 빈곤층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인식을 버려야 하고, 그들
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변 이웃에게 나눔과 봉사, 기부를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복지학부
면접문제

출제의도

공공부조는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공공부조의 의미, 역할,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공공부조는 국가의 지원으로 빈곤계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
도를 말한다. 이때 재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한다. 빈곤계층을 돕는

모범답안

것 이외에도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그
외에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다.

사회복지학부
면접문제

정년연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출제의도

정년연장법이 도입된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자 함
정년연장법이 통과되어 공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들이 60세를 정
년으로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찬성론은 퇴직 연령이 연기되어 연금재정이

모범답안

안정화되고 생산가능인구의 공백을 메워 노동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다
고 한다. 반대론은 연공제 방식의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특성상 정년연장
은 기업의 임금부담을 가속화시킨다고 본다. 그래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한다.

사회복지학부
면접문제
출제의도

자본주의의 윤리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사회복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사실을 이해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자본주의는 과거보다 물질적 풍요를 주지만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부정의를 행하며, 공동선에 무관심하는 등 여러 가지

모범답안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가장 중요한 윤리적 문제는 사적 소유와 이익
추구를 보장하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을 야기하며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한
다

관광학부
면접문제

대중문화란 무엇인가요?

출제의도

관광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도 측정

모범답안

대중가요, 영화, 드라마, 공연 예술, 프로 스포츠 등과 같이 대중들이 즐기
고 누리는 문화를 말한다.

관광학부
면접문제

문화는 어떠한 속성들이 있습니까?

출제의도

사회현상의 이해력 정도를 측정하여 전공 학습 능력 평가
-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특성을 가진다
-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후천적으로
획득된다.
- 한 세대에서 만들어진 문화는 다음 세대로 계승·전달되어 축척되는 경

모범답안

향이 있다
-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의 축척 혹은 다른 문화와의 접촉에 의해 새로운
특성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특성이 소멸되기도 하는 변동성이 있다.
- 문화의 각 부분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의
유기적인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관광학부
면접문제

출제의도

모범답안

세계는 점점 세계화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관광분야에서 세계화가 가
속화 되면서 유망한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초 학습능력 측정.
국제회의 전문가, 국제 의료 코디네이터 등 세계화에 관련된 직업이 유망
할 것임.

관광학부
면접문제

환율이 상승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출제의도

국제 거래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관광관련 학습 능력을 측정함.
외국화폐의 가치가 상승하고, 우리나라 화폐인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
이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 수출이 증가하고, 외국 상

모범답안

품의 국내 표시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이 감소한다. 하지만 수입상품과 수
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물가가 오르고, 외채 상환 부담이 커진
다.

관광학부
면접문제

출제의도

모범답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관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태
관광의 관련한 슬로시티란 무엇인가요?
관광의 대상이 되는 장소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관광관련 학습 능력 측정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전통문화와 자연을 잘 보호하면서 옛날로 돌아가
자는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국제운동.

관광학부
면접문제

세계무형유산이란 무엇인가요?

출제의도

관광에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을 측정하여 학습능력 평가

유네스코가 소멸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선정한 가치 있
모범답안

는 구전 및 무형유산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
제, 강강술래 등이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경찰행정학과
면접문제

성차별 내지 성 불평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제의도

성차별(성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함.

남성과 여성은 신체조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이 많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도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과 역할 등이 다르게 규정되어
왔다. 성차별이란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를 이유로 사회 또는 가족 내에
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차별에 따라 나타나는 성별
모범답안

간의 격차를 성 불평등 현상이라고 한다. 사회학자들은 남녀 간의 지위,
권력, 위세 등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격차를 성 불평등으로 정의하며 이
것을 계급간의 불평등, 인종 간의 불평등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불평등
현상의 하나로 꼽는다.
※ 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성차별(성 불평등)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밝히면
됨.

경찰행정학과
면접문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말해보세요.

출제의도

인간의 존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자 함.
인간은 존엄성이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
다는뜻이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으
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모범답안

또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누린다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받
거나 억압받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고문이나 감금당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속박당해서는 안 되고, 피부색·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
서도 안 된다. 또 누구나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경찰행정학과
면접문제

헌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인 헌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고자 함.

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모범답안

최고의 규범이다. 즉, 헌법은 국가 공동체 생활의 근본 질서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들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최고법이다.

경찰행정학과
면접문제

셧다운제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온라인 게임을 청소년이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셧다운

출제의도

제를 알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지 묻
고자 함.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
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 관계자 의견)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은 학업이나 건강에 지장
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하여 가족 관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게임업체) 우리나라는 게임 콘텐츠 수출에 있어 선두적 위치에 있습니

모범답안

다. 따라서 셧다운제를 시행하면 게임산업이 위축되어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열심히 공부하다 자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게임을 하는 학생
들도 있어요.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는 것은 청소년의 자유를 침해하
는 것입니다.
※ 셧다운제의 의미를 말하고,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위의 관
점을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면 됨.

경찰행정학과
면접문제

출제의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따른 구제방
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근로자의 권리보호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고자 함.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는 주로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부당 노
동행위가 발생했을 때이다. 정해진 날짜가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와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정
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할 경우 해당 근

모범답안

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 때문에 근로 3권을 침해받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위 내용을 기초로 수험생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밝히면 됨.

경찰행정학과
면접문제

근로3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제의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근로3권을 알고 있는지 묻고자 함.

우리 헌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로3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근로자는 근로조
모범답안

건 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단결권,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통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협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노사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보건행정학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건강수준의 격차를 건강 불평등이라고 한다.
면접문제

장애인이나 노인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출제의도

모범답안

건강 불평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절한 예를 들 수 있다.
-지역사회의 노력: 독서 노인 급식 지원, 노인 무상 예방 접종
-국가의 노력: 장애인 진료 지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행정학과
건강증진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강 상태를
면접문제

향상시키는 것이다.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
어 보세요.

출제의도

모범답안

건강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지킬 수 있다. 따라서 건강증진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예방접종, 운동, 금연, 금연구역 지정, 저염식 실천 등이 있다.

보건행정학과
면접문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주세요.
흡연율을 줄이고 담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의 정책적

출제의도

지원, 지역사회의 접근 가능한 자원 활동과 개인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
야 한다. 이 중 국가의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담배 가격 인상, 담뱃갑의 경고 그림 도입, 경고 문구 표시 강화, 금연 구

모범답안

역 확대, 금연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지원,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 프로
그램 확대

보건행정학과
면접문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생활습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에는 유전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생활

출제의도

습관요인, 환경요인이 있다. 이 중 생활습관요인은 개인의 노력에 좌우되
므로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모범답안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적당한 음주, 규칙적이고 좋은 식습관은 건강에 영
향을 주는 생활습관요인이다.

보건행정학과
면접문제

과거에 자신이나 친구들이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린 적이 있는지? 독감과
같은 전염성 질환의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

출제의도

생관리가 중요하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질병의 예방법을 알아보
고자 한다.

모범답안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충
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로 면역력을 키운다.

보건행정학과
면접문제

건강의 영역 중 사회적 건강에 대해 설명하시오.
건강의 영역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정서적 건강, 사회적 건강, 성적

출제의도

건강, 영적 건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적 건강 영역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파악한다.

모범답안

사회적 건강은 대화를 나눌 친구의 유무, 사람들과 친목 활동 등 가족이
나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