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과학기술원 GIST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1.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구 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대입전형 진행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
수시모집 개인면접 문항 선행학습 영향 평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게시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 대학이 운영하는 대학별고사 현황

대학별 고사 유형 운영 여부 선발 인원 영향평가 
대상 여부 비  고

논술 X - X
적성고사 X - X

면접·구술고사 X - X
실험고사 X - X

교직적성·인성검사 X - X
신체검사 X - X
실기고사 X - X

기타 O 200 X 개인면접
(학생부종합전형의 인성면접 위주 실시)

 □ 대학이 운영하는 대학별고사 현황: 없음

- GIST대학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대학별고사는 없으며, 면접평가 역시 면접•구술 
고사의 형태가 아닌, 개인면접으로서 인성면접 위주로 실시

- 면접 문항 제시
• 대인관계 및 취미활동 관련 : 여가시간은 어떻게 보내나요? 공부 외에 아무리 

바빠도 규칙적으로 꼭 하는 일이나 취미활동은 무엇인가요?
• 경험 관련: 성공이든, 실패든, 좌절이든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그래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요?

• 가치관 및 장래희망/계획 관련 : 지금의 장래희망은 무엇이고, 5년 전의 



장래희망은 무엇이었나요? 그 둘이 다르다면 왜 그렇고, 같다면 왜 그런가요?
• 지원자 서류검증 관련 질문 : 자기소개서를 보니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지원자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 또는 
목표는 무엇이며, 왜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되었나요?

• 진학의지 : 지원자가 GIST대학에 입학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GIST대학에서 
실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3. 대입 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 GIST대학의 전형 운영 방법과 전형 자료에는 선행학습 유발요인이 없으며, 대학별 

고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분석 결과에서도 GIST대학 입학 전형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형 운영 과정에서도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질문. GIST대학 입학전형이 선행학습
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846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7명
(16%)

367명
(43%)

261명
(31%)

67명
(8%)

14명
(2%)

- 이에 차년도 전형에 반영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추가적으로 매년 전형에 선행학습 유발요인이 포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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