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상지대학교 수시(1차) 면접 안내 <<
1. 면접학과 : 자기소개서 미제출
구 분

수시모집

면접 실시 학과

면접 미실시 학과

전체 학과 방문면접
단, 철도운전시스템과, 스마트IoT융합과는 전화면접 실시

사회복지과(야), 경영과(야)

2. 면접대상 전형 :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전형
3. 면접일정 : 2019. 10. 4(금) ~ 5(토), 점심시간 관계없이 면접 진행
가. 면접방법 : 방문면접 (철도운전시스템과, 스마트IoT융합과는 전화면접 실시)
※ 학과별 면접실시 기간 중 원하는 일자 및 시간에 방문면접 가능(오후 5시까지 방문시)
나. 희망면접일 신청 : 인터넷 원서접수시 신청 또는 입시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 조회 후 신청
[ 입시홈페이지 => 원서접수 => 원서접수 조회 => 희망면접일 입력 후 저장 ]
다. 면접 대기실
면접학과

면접유형

유아교육과

방문면접

09:30 ~ 17:00

안젤린관 3층공예실

전산세무회계과

방문면접

09:30 ~ 17:00

까리따스관 2층 205호

사회복지과(주)

방문면접

09:30 ~ 17:00

안젤린관 201호

부사관과

방문면접

09:30 ~ 17:00

이냐시오관 5층 502호

방문면접

09:30 ~ 17:00

셀린관 2층, 3층

간호학과

시

간

면접대기실

간호학과 전문대졸이상 전형은 10월5일 1시 면접

보건의료행정과

방문면접

09:30 ~ 17:00

까리따스관 305호

작업치료과

방문면접

09:30 ~ 17:00

셀린관 1층 101호

치위생과

방문면접

09:30 ~ 17:00

이냐시오관 4층 402호

철도전기과

방문면접

09:30 ~ 17:00

이냐시오관 1층 철도체험관

하이브리드자동차과

방문면접

09:30 ~ 17:00

휴먼에듀관 101호

글로벌뷰티케어과

방문면접

09:30 ~ 17:00

안젤린관 1층

글로벌푸드매니지먼트

방문면접

09:30 ~ 17:00

안젤린관 1층

스마트IOT융합과

전화면접

09:30 ~ 22:00

전화면접

철도운전시스템과

전화면접

09:00 ~ 22:00

전화면접

※ 면접시 준비물 : 수험표(대학홈페이지에서 출력)지참,

자기소개서는 필요 없습니다.

4. 차량운행 일정
가. 시내지역 면접차량 운행
▪
▪
▪
※

운행 경로 : 안동버스터미널 <==[왕복운행]==> 가톨릭상지대학교
운행 기간 : 2019. 10. 4(금) ~ 5일(토)
운행 시간 : 9시00분 ~ 17:00 까지 15분 간격으로 운행
기차역에서 대학교까지는 걸어서 10~15분 소요

나. 시외지역 면접차량 운행
▪ 운행 일자 : 2019. 10. 04(금) 1일 무료 왕복운행
▪ 승차지점 : 각 지역별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세부 승차 위치 설명 참조]
▪ 탑승신청 : 입시홈페이지-메인화면-[면접차량탑승신청]
▪ 지역별 운행 시간표
지역

탑 승 장 소

출발시간

세부 위치 설명

춘천

춘천 시외버스터미널 앞

09:00

터미널 건너편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홍천

홍천 시외버스터미널 앞

09:40

터미널 건너편 홍천렌트카 앞

원주 고속버스터미널 앞

10:40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 햇살약국 앞

동해 고속버스터미널 앞

09:00

버스터미널 건너편 농협주유소 부근

삼척 종합버스터미널 입구

09:40

터미널 입구 큰길 SK주유소 옆
강남정형외과 앞

태백 시외버스터미널 앞

10:45

터미널 입구 택시 승강장 건너편

제천 시외버스터미널 앞

09:00

터미널 인근 SK텔레콤대리점 앞

단양 시외버스터미널 앞

09:50

터미널 인근 아쿠아리움 입구 주차장

금왕 중앙감리교회 앞

09:00

금왕 중앙감리교회 앞(하나로모터스 상사 앞)

음성고등학교 정문

09:25

음성고등학교 주변 도로

충주 시외버스터미널 앞

10:10

터미널 인근 하이마트 건너편

진천

진천 종합버스터미널 앞

08:50

터미널 인근 기업은행 부근

증평

증평 시외버스터미널 앞

09:30

터미널 앞 인근

괴산

괴산 시외버스터미널 앞

10:00

터미널 건너편 새마을금고 부근

봉화 해성병원 앞

08:50

봉화 해성병원 앞

영주역 앞

09:20

영주역 버스승강장 부근

영덕 시외버스터미널 앞

09:00

터미널 건너편 버스승강장 부근

청송 시외버스터미널 앞

09:40

터미널앞

진보 시외버스터미널 앞

10:10

터미널 부근 퀸마트 앞

상주

상주 시외버스터미널 앞

08:50

터미널 앞 인근 C&U편의점 앞

점촌

점촌 시외버스터미널 앞

09:15

터미널 입구 버스승강장 부근

예천 시외버스터미널 앞

09:50

터미널 건너편 버스승강장 부근

군위 시외버스터미널 앞

08:50

터미널 앞

의성 시외버스터미널 앞

09:20

터미널 건너편 하나로약국 앞

원주
동해
삼척
태백

제천,단양

음성
충주

봉화,영주

영덕
진보

예천
군위,의성

5. 수험생 준비물 및 기타사항
▪ 면접희망일자 선택 : 입시홈페이지 => 입학도우미 => 원서접수 조회 => 희망일 선택
▪ 전체학과 : 수험표( 홈페이지 출력), 신분증
※ 자기소개서 필요 없으며, 단정한 복장으로 09:30 ~ 17:00까지 방문면접 가능
▪ 부사관과 : 체력검증(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시 필요한 체육복, 운동화
▪ 철도운전시스템과, 스마트IoT융합과 : 지원자 전원 전화면접 실시(방문면접 없음)
※ 면접 실시 기간 동안 수험생 연락처로 전화면접을 실시하며, 3회 이상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면접 불참자로 처리되어 면접 점수 0점 부여

6. 수험생 유의사항
▪ 면접시간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틀 중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방문하여 면접가능
▪ 방문면접은 면접 당일 오후 5시까지 도착한 자에 한하여 면접가능
※ 당일 오후 5시 이후 도착시 면접은 불가능하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늦을 경우 사전에 통보주시면 면접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처리는 되지 않으며, 면접점수 0점 부여.
단, 간호학과, 사회복지과는 면접 불참 시와 면접점수 3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됨.
▪ 학과별 면접일정은 학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을 원서접수 마감전까지 별
도 공지예정

7. 문의전화 (지역번호 : 054)
학

과

유아교육과
전산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주,야)
보건의료행정과
치위생과

문 의 전 화
▪ 851-3111~3, 3116
▪ 851-3118~3119, 3110

학

과

경영과(야)

문 의 전 화
▪ 851-3125, 3105, 3120

▪ 851-3132, 3120

부사관과

▪ 851-3221, 3222, 3220

▪ 851-3151~3, 3150
▪ 851-3157~8, 3147

간호학과

▪ 851-3267, 3261~9
▪ 851-3281~3, 3260

작업치료과

▪ 851-3234, 3230~2

▪ 851-3271, 3272, 3130
▪ 851-3191~3, 3190

스마트IoT융합과

▪ 851-3224, 3216, 3240

철도전기과

▪ 851-3245, 3241, 3244,
▪ 851-3040

철도운전시스템과

▪ 851-3242, 3220

자동차모터스포츠과

▪ 851-3251, 3252, 3253
▪ 851-3254, 3250

글로벌뷰티케어과

▪ 851-3021, 3023

입 학 문 의
(교무입학처)

▪ 851-3021, 3023

글로벌푸드매니지먼트과

▪ 851-3021, 3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