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면접고사 평가기준

1) 평가항목(주요내용)

인성 및 사회성

전문성(지원학과의 이해도, 관심도 및 잠재능력)

2) 배점기준

면접 실시학과(전체전형):내신성적400점(80%)+면접성적100점(20%)

2. 평가요소

1) 전공 적합성

뷰티디자인 관련 전공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 등을 평가

- 포트폴리오 및 SNS 활동

- 수상 및 자격증 

- 미용 산업체 인사 및 기업에 대한 정보

2) 학과에 대한 정보 및 지원 동기평가

본 학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적극성과 관심도 평가

- 전공별 특성화 방향

- 교육 프로그램 내용

3) 발전가능성 및 사회성

목표에 대한 의지 및 열정, 진로계획 등을 평가

면접 태도,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수용능력 등을 평가

3. 평가방법

면접위원 2~3인이 개별평가하며, 1개팀은 4인 1조로 구성되며, 팀구성은 오는 순서대로 구

성된다.

면접위원별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정한다.



4. 면접 예시 질문

구분 면접 질문

공통

1. 자기 소개를 해보세요.

2. 본 학부를 지원하게 된 이유를 말해주세요.

3. 자신을 자랑해 보세요.

헤어디자인 

전공

1. 닯고 싶은 헤어디자이너가 있나요? 그 디자이너에 대해 

말해주세요.

2. 취업하고 싶은 미용관련 산업체에 대해 알고 있나요?

업체명과 이유를 말해주세요.

3. 20년 뒤, 헤어디자인분야에서 성장되어 있는 자신의 미래를 

말해주세요.

의료 미용 

전공

1. 피부관련 선호 사업체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2. 피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셨나요?

3. 의료미용 분야 취업 시 이루고 싶은 최종목표는 무엇인가요? 

(ex: 메디컬 총괄실장, 피부관리 샵 원장, 교육강사)

기타 

체크내용

ü 용모 및 복장은 어떠한가?

ü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가?

ü 자신에 대한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잘 하는가?

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문장을 구성하여 잘 표현하는가?



5.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전략

1) 복장

교복 혹은 교복이 깨끗하지 않다면 사복으로 단정하게 입고 오면 됩니다. 헤어스타

일은 깔끔하고 이쁘게,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보니, 메이크업은 크게 신경 쓰지 않

으셔도 됩니다.

2) 면접시간 

면접은 오전 10시, 1시, 3시로 진행되며, 각 시간별 오는 순서대로 면접을 보게 됩

니다. 희망 전공을 선택하여, 전공별 교수님과 면접을 보게 됩니다. 시간대별로 미

리 도착한 친구들이 면접을 일찍 보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면접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미리 연락하여 면접시간을 변경하도록 하세요.

3) 면접시 태도

첫인상은 10초 이내에 결정됩니다. 들어오면서부터 면접관 눈을 보면 웃으세요. 다

른 학생들의 면접시에 경청하면서 공감을 하되, 지속적으로 면접관과 눈을 마주치

고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기소개는 필수적인 질문이 될 것이니 

누구보다 개성있고, 자신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기억에 남는 자기소개를 준비한

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떨어뜨리지 말고 바른 

자세로 앉아 있으세요. 특히 다리를 벌리고 앉는다거나 다리를 떠는 행동은 정신없

어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면접시 준비물

신분증과 원서 접수증 출력해오기!

신분증은 면접대기실에 들어가기 전 본인확인을 위해 꼭 필요하니 준비해주세요. 

혹시라도 원서접수증을 출력하지 못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과사무실로 방

문하세요.

5) 면접이 걱정되세요?

면접을 위한 라이브방송( 인스타그램 우송정보대 뷰티디자인학부)

(https://instagram.com/woosong._.beauty) 에서 면접을 위한 팁을 얻어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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