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진학 지도를 위한 학생용 모의면접 솔루션

공교육 지원
「학생용 모의면접 솔루션」 이용 안내
■ 배경/필요성
∘ 수시모집 중심의 대학입시 환경에서 공교육 내 학생 진학지원 방안이 필요함
∘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DB기반의 개인별 평가분석과 개선정보가 필요함

■ 목적
∘ 공교육 안에서 교사의 학생 개인별 진학지도(수시면접) 지도방법을 강화/개선함
∘ 학생에게 실제와 유사한 면접경험과 객관적 평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시면접의
실전능력을 향상하게 함
∘ 개인차 특수성이 반영된 맞춤형 수시면접을 학생 스스로 시간적·공간적 제한 없
이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환경을 제공함

■ 서비스 개요
이용 채널

즐거운학교 진학프로 http://www.jinhakpro.co.kr

이용 대상자

대입진학 수시모집 전형 면접 대상자 (현재 고3)
∙ 47개 대학, 68개 전형, 모든 학과별 9000개 문항 DB 기초

솔루션
특징

∙ 개인활동 및 특기사항을 반영한 개인 맞춤형 면접질문 설계
∙ 시스템 기반의 모의면접 실전경험 환경 (모바일 영상촬영)
∙ 전문가의 개별화 평가리포트 제공
- 실제 면접평가지표 기준/ 전년도 합격점수 비교/ 내용&표현별 피드백

솔루션
이용 방법

문의

개인
상담정보
입력

▶

맞춤형
면접질문
제시

▶

면접답변
모바일
시연

▶

개인평가
리포트
확인

테크빌교육(주) 교육부인가(제02-2호) 티처빌 원격교육연수원
진학프로 고객센터 1522-8052 (담당 장경진대리)

■ 진학프로 맞춤형 모의면접 프로그램 체계
개인 상담정보

지원 대학/전형/학과

+

개인별 맞춤형 문항 설계 → 5개 면접질문 도출
(예)

# 우리 대학에 와서 교육과정 외 해 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 활동1과 활동2 중에서 어떤 활동이 더 가치 있었어요?

▼
모바일 기반 실전 모의면접 시연

⇩⇩⇩⇩⇩⇩⇩⇩
개별화 평가리포트 확인
[5가지 평가지표] 기준

지원자 점수

합격자 점수

수학의지

00

00

전공적합성

00

00

성장잠재력 및 발전가능성
인성

00
00

00
00

창의성

00

00

•내용평가: 실제 면접평가지표 기준 / 전년도 합격점수 비교분석 / 전문가 피드백
•표현평가: 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수준 진단

■ 기타 참고
1. 진학프로 서비스 페이지 화면: 디바이스 반응형 (web+mobile)

http://www.jinhakpro.co.kr

▼

2. 면접질문 문항 예시

실제 수시면접 문항 DB
47개 대학 X 68개 전형 X 모든 학과 X 개별 정보

→

9000개 문항 中

개인별 맞춤질문 설계

1) 대학 관련 질문 유형(예)
“동국대학교 인재상을 알고 있습니까? ‘도덕적 지도자, 창조적 지식인, 진취적 도전자’ 라
는 우리 학교 인재상에 맞다고 생각하나요?”

#동국대학교 통계학과(2014)

“우리 대학(숭실대)와 다른 대학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숭실대 의생명시스템공학부(2015)

2) 학과 관련 질문 유형(예)
“경영계열의 경제학과 경영학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충남대 경제학과(2014)

“사회심리학과 관련된 지식을 최대한 말해보세요”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2015)

“요즘 학교에 수포자가 많다고 하던데, 본인이 담임이 된다면 어떻게 설득할 건가요?”
#경희대 수학교육과(2015)

3) 개인별 질문 유형(예)
“수학 내신 성적이 좋던데, 본인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나요? 수학이 왜 필요한 학문
인가요?”

#인천대 수학과(2015)

“봉사활동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데, 봉사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경제성이 더 중요한가
요?”

#한국과학기술원 무역과(2014)

3. 개인별 평가리포트 결과물(예): A4 2~3장 분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