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전기 경영대학원 외국인전형

화상 면접 안내

화상 면접 유의사항
1. 2021-전기 경영대학원 외국인전형은 위챗(WeCha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화상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2. 화상 면접 및 사전테스트는 모두 한국시각으로 진행됩니다.
3. 화상 면접 관련 안내는 원서접수 시 작성한 이메일과 위챗(WeChat)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4. 화상 면접은 PC(노트북) 또는 모바일로 참여 가능하며 소음 방지를 위해 마이크 기능이 있는 이어폰 또는 헤드셋을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5. 면접 참여 시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이 원활한 곳에서 대기하기 바랍니다.
6. 인터넷 네트워크가 불안정하여 면접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테스트를 통해 반드시
네트워크 환경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7.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면접 화면이 녹화될 수 있습니다.
8. 11.15(일) 화상 면접 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
9. 11.15(일) 화상 면접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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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면접 일정 안내
※ 모든 면접 시간은 한국시각으로 진행됩니다.

※ 인터넷 등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여 면접이 중단 될 경우 진행직원에게 위챗(WeChat)으로 연락해주세요.
※ 면접 화면은 개인이 무단으로 녹화, 녹음 등 촬영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테스트 및 실제 화상 면접 모두 반드시 “수험번호 뒷 3자리 이름”(예 : 001 경영원)으로 이름을 변경해주세요.

1. 위챗(WeChat) 공지방 입장 : 11.5(금) ~ 7(일)
* 본인이 지원한 전공 공지방에 입장
“수험번호 뒷 3자리 이름”으로 이름 변경
2. 개인별 면접시간 공지
* 추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3. 사전테스트 일시 : 11.12(목) ~ 13(금) 10시~
4. 면접 일시 : 11.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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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면접 진행 순서
매뉴얼 내 QR코드로 지원전공의 위챗(WeChat) 공지방 입장

사전테스트 기간(11.12~11.13)에 스피커, 마이크,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 점검

11.15(일) 개인별 면접시간 20분전 위챗 로그인하여 대기
*개인별 면접시간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위챗 공지방에서 출석 체크 후 면접시간 15분전 안내

음성통화 초대 시 면접실로 입장하여 신분증 확인 후 면접 참여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입장 시에 음소거, 질문에 대답할 때만 마이크를 켜주세요 !!

진행직원이 면접 종료 안내 후 면접자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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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드시 사전테스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테스트를 하지 않아 면접 당일 면접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챗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E-mail : khsb2200@khu.ac.kr
- Tel : 02-961-2384~5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