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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선샤인 학생 모의면접 참가 안내

1.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2023학년도 선샤인 학생 모의면접'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고교생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행사개요

    1) 프로그램: 선샤인 학생 모의면접

    2) 면접일시: 2022.08.01.(월) 13:00 ~ 16:00

    3) 운영방식: 오프라인 대면 모의면접(실제 면접 방식과 동일)

    4) 장소: 성신여자대학교

    5) 대상: 대입 면접전형을 준비중인 고교생 50명 내외(선착순 접수)

    6) 상담시간: 1인당 15분 내외(10분 면접, 5분 피드백)

  나. 신청안내

    1) 신청기간: 2022.06.16.(목) ~ 2022.06.30.(목) 17:00까지

    2) 신청방법: 성신여자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sungshin.ac.kr/)

              → 메인 배너 혹은 홈페이지 상단 고교연계프로그램 클릭 → 신청서 작성                

→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신청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제출

    3) 서류제출(필수)

      - 신청페이지에서 첨부파일 업로드

      - 파일명: [모의면접]이름_고교명(예시: [모의면접]김성신_00고등학교)

      - 파일형식: PDF

      - 모든 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 고교 재학생은 출력이 가능한 학기까지 제출

    4) 신청완료 문자메시지 개별 발송            

  다. 문의: 성신여자대학교 입학관리실 (☎ 02-920-2000)

 

  ※ 일정 및 세부 내용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023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선샤인학생모의면접 참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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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송양고등학교장,송우고등학교장,송탄고등학교장,송현고등학교장,송호고등학교장,수내고등학교장,수리

고등학교장,수성고등학교장,수원여자고등학교장,수원외국어고등학교장,수원칠보고등학교장,수일고등학교

장,수주고등학교장,수지고등학교장,수택고등학교장,숙지고등학교장,숭신여자고등학교장,시온고등학교장,시

흥고등학교장,시흥능곡고등학교장,시흥매화고등학교장,신갈고등학교장,신길고등학교장,신장고등학교장,신

봉고등학교장,신성고등학교장,신천고등학교장,신한고등학교장,안법고등학교장,심석고등학교장,심원고등학

교장,안곡고등학교장,안산강서고등학교장,안산고등학교장,안화고등학교장,안성여자고등학교장,안양고등학

교장,안양여자고등학교장,야탑고등학교장,양곡고등학교장,양명여자고등학교장,양서고등학교장,양일고등학

교장,양주백석고등학교장,양지고등학교장,양평고등학교장,여강고등학교장,여주고등학교장,여주제일고등학

교장,역곡고등학교장,연천고등학교장,영덕고등학교장,예당고등학교장,영신여자고등학교장,영복여자고등학

교장,영생고등학교장,오남고등학교장,오산고등학교장,옥정고등학교장,용문고등학교장,용인고등학교장,용인

백현고등학교장,용인삼계고등학교장,용호고등학교장,우성고등학교장,운양고등학교장,운산고등학교장,운암

고등학교장,운중고등학교장,운천고등학교장,원곡고등학교장,원미고등학교장,원종고등학교장,위례고등학교

장,위례한빛고등학교장,율곡고등학교장,율면고등학교장,율천고등학교장,은행고등학교장,의정부광동고등학

교장,의정부여자고등학교장,이매고등학교장,이산고등학교장,이의고등학교장,이천고등학교장,이천양정여자

고등학교장,이충고등학교장,이포고등학교장,이현고등학교장,인덕원고등학교장,인창고등학교장,일동고등학

교장,일산대진고등학교장,일산동고등학교장,장곡고등학교장,저동고등학교장,장기고등학교장,장안고등학교

장,정발고등학교장,전곡고등학교장,점동고등학교장,정명고등학교장,주엽고등학교장,정왕고등학교장,조원고

등학교장,조종고등학교장,죽산고등학교장,죽전고등학교장,중산고등학교장,중원고등학교장,중흥고등학교장,

진성고등학교장,지산고등학교,지평고등학교장,진건고등학교장,진위고등학교장,천천고등학교장,진접고등학

교장,창의고등학교장,창현고등학교장,청덕고등학교장,청명고등학교장,초당고등학교장,청북고등학교장,청운

고등학교장,청평고등학교장,초월고등학교장,초지고등학교장,충훈고등학교장,태광고등학교장,태원고등학교

장,태장고등학교장,태전고등학교장,토평고등학교장,통진고등학교장,퇴계원고등학교장,파주고등학교장,파주

여자고등학교장,판곡고등학교장,평촌고등학교장,한민고등학교장,판교고등학교장,평내고등학교장,평택고등

학교장,포곡고등학교장,포천고등학교장,포천일고등학교장,풍덕고등학교장,풍동고등학교장,풍무고등학교장,

풍산고등학교장,풍생고등학교장,하길고등학교장,하남고등학교장,하성고등학교장,한광고등학교장,한빛고등

학교장,한백고등학교장,향일고등학교장,한솔고등학교장,행신고등학교장,향남고등학교장,호원고등학교장,현

암고등학교장,현화고등학교장,호매실고등학교장,호평고등학교장,화성고등학교장

담당 김다영 책임입학사정관
06/13

주형철 팀장
06/14

황재하 실장
06/14

김일환

처장
06/15

장민정

협조자

시행 입학관리실-00200 ( 2022. 6. 15. ) 접수 일동고등학교-8778 ( 2022. 6. 16. )

우 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 http://www.sungshin.ac.kr

전화 02-920-2214 /전송 /dyday@sungshin.ac.kr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