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봄학기입학 대학원입시 ZOOM 면접진행 안내 
(면접대상자 필독) 

 
▣ 지원과정별 면접일정 

● 석사 + 신입생 석.박통합 + 전문석사 : 8월 18일(화)  
● 박사 + 재학생 석.박통합                   : 8월 19일(수)  
● ZOOM ID 및 PW, 대기시간               : 1차 합격자 발표 공지 시에 개별 안내 완료  

 
▣ ZOOM 진행 관련 준비사항 

1. 참가 시에 사용자 이름은 “수험번호 성명”으로 입력하여 입장합니다.  (예시: 110001 홍길동) 

* ZOOM 가입자: 로그인 → 프로필변경(“수험번호 성명” 입력) → 공지한 ZOOM ID/PW 입력 
 
* ZOOM 미가입자: 공지한 ZOOM ID/PW 입력 → 참가자 → 이름변경(“수험번호 성명” 입력) 

2. 대기 시작 시간에 맞추어 입장해 주시기 바라오며, 앞의 수험자의 면접진행이 지체될 경우 예정 
면접시작 시간보다 지체되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대기 시작 시간 엄수하여 입장하시고, 
면접관이 접속 요청 시에 수험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 면접 진행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면접시작예정: 안내된 대기시간 30분 이후 시작 예정 

3. 원활한 면접 진행을 위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접속할 것을 권고하며, 면접 진행 중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인한 끊김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수험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립니다.(중요: 이더넷 방식 연결 강력 권장하며, 태블릿, 휴대폰 등의 무선방식 사용자제)  

 
▣ 주의사항 

1. 면접 시 개인 공간을 확보하고, 면접 장소에 면접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은 금지하며, 
해당사항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2. 수험표를 왼쪽 가슴에 부착하고, 카메라 화면에서 면접자의 얼굴, 수험표, 주변사항이 모두 
보이도록 비디오 위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3. 면접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녹음/녹취/녹화 등의 
사항은 모두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면접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할 경우 입학(합격)취소는 
물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면접 시간 조정 등의 개인적인 요청사항 받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반영하여 면접 진행할 수 
없으며, 관련 응대 역시 받지 않겠습니다.) 

5. 면접 진행방식(전공지식 관련 면접여부, 개별 혹은 토론 등) 등과 관련하여 본 공지사항 이외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응대할 수 없습니다. 

 
▣ 면접전 사전 test 안내 

- 희망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필수 강제사항 아님)  
- 안내드린 ID/PW로 ZOOM 사전 test 참여  
- 참여시간: 8월 14일(금) 15시 30분 - 17시 30분 까지  
- 참여시간 이내에 입장하여 면접전 사전 test 진행요원과 비디오, 음향 등 개인별로 5분 이내로 
점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