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수시모집 비대면면접
면접 녹화 영상 업로드 가이드라인
(일반계고교 전형, 교사추천자 전형)

- 입 학 처 -

■ 면접 녹화 영상 세부사항
1. 면접 녹화 영상 파일규격
`구분
촬영도구
해상도
분량
파일용량
확장자

내용(규격)
스마트폰 기본카메라 앱 사용 권장
※ 다른 촬영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아래의 분량(용량), 확장자 기준을 충족해야 함

반드시 화면으로 지원자 식별이 가능하여야 함
일반계고교 전형 → 2분 이내
교사추천자 전형 → 4분 이내
500MB 이내 (용량 초과시 업로드 불가)
mp4, mov (지정된 확장자 외 업로드 불가)
※ 확장자가 다른 경우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p4 확장자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2. 면접 녹화 영상 업로드
- 업로드 기간: 2020. 11. 23.(월) 10:00 ~ 2020. 12. 8.(화) 17:00까지
- 업로드 방법

- 업로드 안내사항
· 업로드 시간이 15분 경과 될 경우 메시지 안내 후 업로드 창 닫힘
(지원자가 재 업로드 해야함)
· 업로드 기간동안 지원자가 영상을 수정(재 업로드) 가능합니다 (제한 없음)
(※ 2020. 12. 8. 17:00 까지 재 업로드 가능)
· 업로드 기간 내 면접 녹화 영상을 업로드 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처리 됩니다.

3. 문의: 동서대학교 입학처 (☏ 051-320-2115)

■ 면접 녹화 영상 업로드 가이드라인 (PC버전)
1. 진학어플라이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원서접수-개인ID)
- URL 주소 : 2020. 11. 23.(월) 안내

2. 로그인 후 [내 원서보관함] 메뉴로 이동

3. [내 원서 보관함] 메뉴 → 접수 원서 → [업로드] 면접 동영상 녹화파일 업로드

ⓐ 면접 동영상 녹화파일 미제출시 표시되는 문구
ⓑ 면접 동영상 녹화파일 제출 완료시 표시되는 문구
(지원자는 제출완료시 [다운로드] 면접 동영상 녹화파일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제출기간 내 재 업로드(수정) 가능합니다.)

4. [업로드] 면접 동영상 녹화파일 영상 업로드 팝업창 → 영상 업로드 (①→②순)

■ 면접 녹화 영상 업로드 가이드라인 (모바일버전)
1. 모바일(휴대폰, 태블릿 등) 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 로그인
- URL 주소 : 2020. 11. 23.(월) 안내 (PC버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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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후 [내 원서보관함] 메뉴 영상 업로드
- 면접 동영상 녹화파일 미제출시 표시되는 문구
- 면접 동영상 녹화파일 제출 완료시 표시되는 문구
(지원자는 제출완료시 [다운로드] 면접 동영상 녹화파일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제출기간 내 재 업로드(수정) 가능합니다.)
- 이외 PC버전과 동일하게 업로드 후 확인 가능
- 파일업로드 칸은 업로드 기간이 아니거나, 대상자가 아닐 경우 파일 업로드 항목이
빈칸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