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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2016년도 신입생 선발  

-서류심사, 영어시험 및 면접시험 안내- 

 

 

1. 서류심사: Statement of Purpose (SOP) 

 사용 언어는 한국어 또는 영어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사용한 언어에 따른 

가산점이나 감점은 없습니다.  

 각 항목의 설문 취지에 맞게 간결하면서도 솔직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분량은 총 6매

내에서 각 문항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체는 맑은고딕, 글자 크기는 11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에는 밑줄이나 볼드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신의 경력이나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첨부할 수는 있지만, 필요 요건은 아닙니다.  

 

2. 영어독해 시험 

 시험 시간: 30분  

 시험 방식: 약 120~150 단어 길이의 영어로 된 2편의 글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시험입니

다. 원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말로 제대로 옮길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영

어를 모국어로 하는 응시자는 주어진 내용을 영어로 paraphrase하는 시험입니다. 

 사전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샘플 문항을 아래에 별첨합니다. 

 

3. 구술면접(한국어 면접) 

 지원자 1명과 한국인 교수들이 면접을 합니다. 면접 내용은 본교 지원동기, 학업계획, 졸

업 후 진로 계획 등 SOP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합니다.  

 면접 시간은 1인당 약 10분 내외입니다. 

 

4. 영어 면접 

 외국인 교수들이 지원자 2명(혹은 3명)을 한자리에서 인터뷰합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 답하거나, 주어진 과제에 대해 지원자 간에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주제는 가족, 친구, 이웃, 여행 등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인터뷰 시간은 약 10분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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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영어독해 시험 샘플 문항 

 

 

아래의 두 편의 글을 한국어로 옮기시오. (총 제한시간 30분)  

 

Speaking is generally thought to be the most important of the four skills. The ability to speak a 

second language is often equated with proficiency in the language. Indeed, one frustration 

commonly voiced by learner is that they have spent years studying English, but still can’t speak 

it. One of the main difficulties, of course, is that speaking usually takes place spontaneously and 

in real time, which means that planning and production overlap. If too much attention is paid 

to planning, production suffers, and the effect is a loss of fluency. On the other hand, if the 

speaker’s attention is directed solely on production, it is likely that accuracy will suffer, which 

could prejudice intelligibility. In order to free up attention, therefore, the speaker needs to have 

achieved a degree of automaticity in both planning and production. 

 

 

Listening is the skill of understanding spoken language. It is also the name given to classroom 

activities that are designed to develop this skill – what are also called listening comprehension 

activities – as in ‘today we’re going to do a listening.’ Listening is one of the four language 

skills, and, along with reading, was once thought of as being a ‘passive’ skill. In fact, although 

receptive, listening is anything but passive. It is a goal-oriented activity, involving not only 

processing of the incoming speech signals (called bottom-up processing) but also the use of 

prior knowledge, contextual clues, and expectations (top-down processing) in order to create 

mea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