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수시 동서대학교 비대면 면접고사 (동영상 업로드) 안내
1 비대면 면접고사 (동영상 업로드) 응시 대상
가. 교사추천자 전형 지원자 전원

2 비대면 면접고사 면접문제 및 평가방법
구분

면접문제

평가방법

교사추천자

인성 및 기초소양에 대한 4개 문항 중

[A/B/C/D]

전형

2문제 (선택)

등급별 평가

3 비대면 면접고사 면접시간(녹화분량)
구 분

녹화 분량

교사추천자 전형

4분 이내

4 비대면 면접고사 동영상 업로드 안내
가. 업로드 기간 : 2021. 11. 12(금) 10:00 ~ 11. 23(화) 17:00까지
※ 기한 내 면접 영상을 제출(업로드)하지 않은 수험생은 0점 부여됩니다.

나. 면접방식
① 사전 공개된 면접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을 수험생이 영상으로 직접
녹화하여 진학사 시스템에 제출(업로드)한 후 제출된 녹화영상을 통해
평가합니다.
② 수험번호, 성명 이야기 한 후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수험번호, 성명 이외에 별도의 멘트는 하지 않는다.

다. 비대면 면접고사 동영상 업로드 유의사항
· 지정된 기한 내에 영상제출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0점처리
·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 및 직업 등을 노출한 경우 0점 처리
· 출신고교를 연상할 수 있는 노출 (교복착용, 학교배경촬영 등)한 경우 0점 처리
·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 최저점수 처리
· 면접문제와 상관없는 답변을 한 경우 최저점수 처리
·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합격 처리

라. 추가안내사항
① 동영상 파일의 크기와 수험생의 인터넷 환경에 따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반드시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② 화면의 절반 이상에 지원자의 상반신만 나오도록 정면에서 녹화해야 합니다.
③ 수험생은 기한 내 동영상이 정상적으로 제출(업로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비대면 면접고사(동영상 업로드) 제출방법
가. 제출(업로드) 절차
면접문제 사전 공개

▼
제시된 면접 질문에 수험생 본인의
답변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

▼
해당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기간 내에
진학사 시스템 업로드

나. 동영상 파일규격
구분

촬영
도구

해상도

분량

파일용량

규격
•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앱 사용 권장
※ 다른 촬영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아래의 분량, 용량, 확장자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반드시 화면으로 지원자 식별이 가능해야 함

• 교사추천자전형 → 4분 이내

• 500MB이내 (※용량 초과 시 업로드 불가)
• mp4, mov (지정된 확장자 외 업로드 불가)

확장자

※ 확장자가 다른 경우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p4 확장자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