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수시2차 면접 예상 질문
학과명

간호학부

문의전화

063-220-3810, 3831, 3808

면접일

2021.11.27.(토)

면접장소

성실관 2419호 외 3곳

1. 수험표(면접당일 본 대학 평생관 1층 입학관리처에서 출력 가능)

준비물

2. 신분증(운전면허, 주민등록증, 학생증, 자격증, 여권)
3. 필기도구
4. 마스크(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 불가)

면접 예상 질문
기본
소양면접

자기소개(1분 이내), 지원동기와 포부 등 외국어도 가능

1.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무엇입니까?
2. 자신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 또는 형용사 세 가지를 말해보세요.
3. 학생의 장점/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에 대해 말해보세요.
5. 본인이 겪었던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인성

6. 비전대가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7. 타인을 배려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8. 다른 사람이 본인의 성격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하나요?
9. 인생의 좌우명이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10.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해보세요.
11. 동아리 활동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보세요.
12. 감명 깊게 읽은 본인의 인생 책은 무엇인가요?
1.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2. 본인의 어떤 점이 간호사가 되기에 강점이라고 생각합니까?
3. 중·고등학교 때 실시한 적성검사에서는 어떤 직종 결과가 나왔습니까?
4. 좋은 간호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무엇입
니까?

적성

5.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간호학과에 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7. 간호사가 되고 싶은 꿈은 언제부터 갖게 되었나요?
8. 간호학과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9.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하여 말해보세요.
10. 심폐소생술의 순서를 말해보세요.
11. 간호전문직이 타 전문직과 구별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2. 여자간호사, 남자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경험해 본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14. 전문 간호인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2. 간호학과 입학 후 학업계획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3. 간호학과 졸업 후 관심있는 취업 분야를 말해 보세요.

학업의지

4. 간호학과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5. 졸업 10년 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가요?
6. 입학 후 팀 과제수행을 해야 할 때 학생은 어떤 자세로 임하겠습니까?
7. 입학 후 학비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