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HuStar 미래형자동차산업 혁신대학사업
BISA-FACE 심층면접 안내문
1. 심층 면접 일정
가. 일자
1) 개별심층면접: 2021.1.28.(목) 14:00 ~ 18:00
2) 비대면 팀 프로젝트: 2021. 2. 1.(월) ~ 3.(수) 중, 외부강사 섭외에 따른 일자 확정 예정
(추후 교육생 개별 공지)
나. 장소
1) 개별심층면접: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공과대학 4호관 4103호, 4108호(면접실), 4113호(대기실)
2) 비대면 팀 프로젝트: ZOOM을 활용한 화상 프로젝트로 재택 참여
* 교육생별 면접시간이 상이하오니, 면접 10 - 15분전 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부 일정: 붙임1 자료 참조

2. 심층 면접 복장 안내
면접용 단정한 복장
복장

- 면접 복장 규정은 없으며, 평상복 중 단정한 옷으로 착용해주십시오.
- 면접 시 정장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단정한 차림)

3. 참가자 필수 유의사항
가. 심층 면접의 일부 일정만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전체 일정에 참여하여야합니다.
나. 면접 불참 시 사전에 계명휴스타인재원 코디네이터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다. 면접 진행 시 단독 행동은 일절 금하며, 안내된 일정에 따라 행동해주시길 바랍니다.
라. 개별심층면접의 조편성의 경우, 공정성을 위하여 면접 전날(1. 27.(수)) 안내예정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접희망 시간이 있으실 경우, 053-580-8906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4. 비상연락망
계명휴스타인재원 미래형자동차산업 혁신대학사업단 코디네이터
성명

사무실번호

전화번호

남용희

053-580-8906

010-7773-7974

장세은

053-580-8907

010-6399-0189

[붙임1] BISA-FACE 면접 프로그램 세부 일정

1. 28.
(목)

방식

사업참여교원 및 참여기업 면접위원과 면접 참여학생의 다대다 대면 면접

내용

개인별 역량, 인성, 자질 및 태도, 참여의지(HuStar 및 지역내 취업)등 평가
6 -7인 1조(총10개조)로 나누어 8제곱미터당 1인 거리두기 하에 진행 예정

비고

체온측정 및 ‘대면면접 참여 및 참여학생생활 수칙 이행동의서’ 작성 예정
참여학생 조별 면접 후, 즉시 귀가 조치로 대면 접촉 최소화

시간

주요내용

비고

13:40 ~ 13:50

사전 대기(면접위원, 면접자)

공과대학 4113호(면접실)

공과대학 4108호(대기실)
13:50 ~ 14:00

면접 진행 절차 안내

14:00 ~ 14:40

1 - 2조 면접

14:40 ~ 14:50

채점 및 휴식

14:50 ~ 15:30

3 – 4조 면접

15:30 ~ 15:40

채점 및 휴식

15:40 ~ 16:20

5 – 6조 면접

16:20 ~ 16:30

채점 및 휴식

16:30 ~ 17:10

7 – 8조 면접

17:10 ~ 17:20

채점 및 휴식

17:20 ~ 18:00

9 – 10조 면접

조별 약 20분

18:00 ~ 18:10

채점표 수합

행정팀 일괄 수합

2. 1.
(월)
~
2. 3.
(수)

조별 약 20분

조별 약 20분

조별 약 20분

조별 약 20분

방식

디자인씽킹(사람 중심의 공감 문제해결 사고방식) 비대면 팀 프로젝트

내용

디자인씽킹 이론 특강(2시간)/디자인씽킹 실습(3시간)/디자인씽킹 발표(2시간)

비고

외부교육전문기관을 통한 자원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평가

프로그램
Module 1.
디자인씽킹
이론

내용

시간

- 디자인과 디자인 사고의 개념을 이해한다.
- 디자인씽킹이 부상하게 된 배경과 사례를 통해 디자인 사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깨운다.

2시간

- 디자인씽킹 사고 모델을 통해 비즈니스 씽킹의 한계를 극복한다.
-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도출하기, 시제품 제작하기,

Module 2.
디자인씽킹
실습

평가하기 단계의 프로세스로 실습을 진행한다.
- 각 단계마다 도출되는 결과물로 기업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로서의 역량을 평가한다.

3시간

- 팀별 과제에 대한 협업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팀별 아이디어를 고도화시킨다.

Module 3.
발표

- 최종 프로토타입 발표를 통해 협업의 결과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2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