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후기 외국인 신․편입생 특별전형-

수험생 면접고사 안내
▣ 면접고사
1. 면접집결시간 및 대기 장소
1)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면접 집결 시간 및 대기 장소 (인천대학교 본교 면접자)
지원학과(부)

집결 시간

대기 장소

무역학부, 경영학부

2019.5.31.(금) 9:00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영어영문학과, 법학부, 정치외교학과

2019.5.31.(금) 13:00

2호관(교수회관) 3층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생명과학부, 조형예술학부

대회의실(305호)
2019.5.31.(금) 14:30

*캠퍼스맵 참조

※ 집결 시간까지 면접 대기 장소로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반드시 미리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외거주자 화상면접 신청자 로그인시간
지원학과(부)

로그인 시간

한국통상전공

2019.5.30.(목) 9:10

운동건강학부

2019.5.31.(금) 8:30

경영학부, 무역학부, 세무회계학과

2019.5.31.(금) 9:00

영어영문학과, 도시행정학과, 신문방송학과,
법학부, 정치외교학과
도시건축학부

2019.5.31.(금) 13:00
2019.5.31.(금) 14:30

2. 면접시간 : 1인당 5~10분 정도이며, 대기실 집결 시 개별안내
3. 면접장소 : 1호관(본관) 1층 입학관리과 상담실(01-102호)
4. 준 비 물 : 여권<기간 만료 전>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택 1)
※ 신분증 지참 안 할 경우 시험 응시 불가
※ 수험표는 면접일 당일 면접 대기 장소에서 배부함
5. 합격자 발표 : 2019.6.12.(수)예정 본교 홈페이지 (admission.inu.ac.kr) 공지(개별통지 없음)
6. 등록금 납부 : 2019.7.15.(월)~7.19(목)(홈페이지에서 고지서 개별출력, 가상계좌로 납부)
7. 문의사항 : <한국어, 중국어> 032-835-9281 <한국어, 영어> 032-835-9856

▣ 수험생 유의사항
※ 집결 시간까지 면접 대기 장소로 반드시 미리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원본 필수 지참(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원본, 미지참시 응시 불가)
(수험표는 면접일 당일 면접 대기장소에서 배부함)
※ 면접장 입실 전 소지품 수거 미리 별도보관(핸드폰 등 전자기기 소지 불가)
※ 면접에 미응시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INU어학센터 자체 한국어능력시험 (신청자에 한함)
인천대학교 2019학년도 후기 외국인 신(편)입생 특별전형 자체 한국어능력시험 신청자는 다음 사
항에 유의하여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일정
m 시 험 일 시 : 2019. 5. 30. (목) 09:30 ~ 11:20 (09:30까지 입실, 09:30이후 입실 불가)
m 시 험 장 소 : 15호관 220호
m 합격자 발표 : 2019.6.4.(화) 홈페이지 http://admission.inu.ac.kr
공지사항 / 2019 후기 외국인 신(편)입학 자체 한국어시험 합격자 발표

▢ 시험당일 준비물 (신분증 지참 안 할 경우 시험 응시 불가)
m 신분증 (여권 <기간 만료전> 또는 외국인등록증)
m 필 기 구 : 볼펜 또는 사인펜
m 반입금지물품 : 휴대전화, 녹음기 등 일체의 전자/디지털 기기 등
※ 시험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
※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물품이라고는 판단될 경우 감독관이 반입을 제한할 수 있음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지도>

붙임 1. 고사장 위치 안내도

자체한국어능력시험
고사장

면접대기장소

면접고사장 안내도
 송도캠퍼스

 찾아오시는 길 (☞클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송도캠퍼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지하주차장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