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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수시1차모집 면접고사 문제

< 자연계 및 체육대학 >

■ 기본소양(자연계 공통)

  ◉ 오전반

     최근 들어 이공계 기피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말하시오.

     

  ◉ 오후1반

     대학입시전형 방법의 하나로‘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이 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시오.

  ◉ 오후2반

     바이오에탄올의 원료인 옥수수, 사탕수수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많은 

면적의 산림이 농경지로 전환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산림파괴와 

곡물가 상승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시오. 

■ 교과적성

 

  〈공과대학〉

  ◉ 오전반

     오토바이를 원형 트랙에서 고속으로 운행하는 경우 속도가 높을수록 

회전하는 방향으로 더 많이 기울여야 전복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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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1반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만드는 주요 방법들과 각 방법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 오후2반

     비온 뒤 맑게 개일 때 아름다운 무지개가 생기는데, 그 원리를 

설명하시오. 

  〈전자정보통신대학〉

  ◉ 오전반

     철수네 아파트의 놀이터에는 두 개의 미끄럼틀이 있다. 한 개는 완만한 

경사면을 갖고 있고 다른 하나는 급한 경사면을 갖고 있다. 철수가 

처음에는 급한 경사면을 갖는 미끄럼틀을 탔다가 지면에 도달할 때의 

속력이 너무 빨라서 이번에는 완만한 경사면의 미끄럼틀을 탔다. 

철수가 지면에 도달할 때의 속력은 이전과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를 설명하시오. 단 두 개의 미끄럼틀이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있고 미끄럼틀의 마찰은 무시할 만큼 작다고 가정한다.

     

  ◉ 오후1반

     투명한 유리컵에 물을 반 컵 정도 채우고 유리컵을 젓가락으로 살짝 

두드렸더니 맑은 소리가 나왔다. 이번에는 컵에 담긴 물의 양을 

바꾸어서 유리컵을 젓가락으로 두드렸더니 전과는 다른 소리가 

발생했다.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시오.

  ◉ 오후2반

     우리는 아날로그(analog)의 세계에 살고 있다. 아날로그로 표현되는 

색깔이나 소리는 연속적인 양이며 아무리 비슷한 색깔과 소리라도 

미세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그에 비해 컴퓨터는 디지털(digital)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서는 0과 1의 두 값의 조합으로 모든 

것이 표현된다. 디지털로 표현되는 신호와 아날로그로 표현되는 신호의 

장, 단점을 생각해보고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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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림과학대학〉

  ◉ 오전반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설명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목재자원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말해 보시오.

     

  ◉ 오후1반

     녹색성장이란 무엇을 말하며 녹색의 의미를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시오.

  ◉ 오후2반

     학생의 출신 학교에 있는 가장 키가 큰 나무의 이름을 말하고 그 

나무가 학교환경과 학교구성원에게 베푸는 혜택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자연과학대학〉

  ◉ 오전반

     세 종류의 박테리아 가 일정한 비율로 번식하여 각각 는 2일 

만에 2배로, 는 3일 만에 3배로, 는 4일 만에 4배가 된다고 한다. 

세 박테리아의 번식속도를 비교하시오.

     

  ◉ 오후1반

     정부는 21세기 국가정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말하시오.

  ◉ 오후2반

     정사각형 모양의 평평한 바닥에 원모양의 타일을 겹치지 않게 깔 때, 

타일이 깔린 부분의 넓이가 많게 하려면 타일의 크기를 얼마로 하면 

좋을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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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대학〉

  ◉ 오전반

     회화, 조각 등의 순수예술과 건축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 오후1반

     건축이 예술과 공학 중 어느 분야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 오후2반

     건축가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체육대학〉

  ◉ 오전반

     강원도 평창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세 번째 도전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말하시오.

     

  ◉ 오후1반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견해를 말하시오.

  ◉ 오후2반

     학교체육과 체육교사의 평생체육에 대한 역할을 설명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