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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곤지암초등학교 영재교육대상자 심층면접 실시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곤지암초등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심층 면접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하오니, 선발 과정에 지원하신 가정에서는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어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선발 개요
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 면접을 실시합니다.
나. 심층면접 문항은 지필고사와 연계한 질의응답형 문항으로, 면접대상자 1인당 10분 이내로 실시
합니다.
다. 영재 교육 대상자 선정은 체크리스트 50점, 자기소개서 10점, 심층면접 점수 40점을 합산하여 총점
(100점 만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라. 합격자 발표는 2022년 1월 3일(월) 15시에 GED,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문(타 학교 학생)을 통해
안내합니다.
2. 시험 일정
가. 일시 : 2021. 12. 4.(토) 10:00 ~ 12:00
내용
응시생 등록(회의실
대상

접속)

자

면접 유의사항 전달

(5명)
면접고사

시간

장소

09:50까지

면접준비 회의실(ZOOM)

09:50~10:00

회의 ID: 779 493 7525
암호: 2021

(10분)
10:00 ~ 12:00

면접실 회의 ID와 비밀번호는
면접 준비 회의실에서 별도 안내

나. 준비물 : 필기도구(연필 또는 볼펜, 지우개), 원격면접 접속도구(PC, 태블릿 등)
다. 운영방법
1) 면접을 위해 2개의 ZOOM 회의실을 개설하며, 면접 준비 회의실(ZOOM)에서 카메라, 오디오 정상 작동을
확인하고 면접 참가자 본인확인 및 유의사항을 전달한 후, 면접 준비 회의실에서 잠시 대기합니다.
이후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면접 준비 회의실에서 문제를 확인한 후 면접 회의실(ZOOM)로 이동하여
면접을 실시합니다.
2) 면접 대상 학생 12명은 9시 50분까지 면접 준비 회의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접은 생년월일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면접 준비 회의실에서 순서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라. 기타 선발 및 영재학급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담당교사(☎031-762-6014, 내선 402)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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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급 심층면접을 위한 ZOOM 접속 방법 안내
1. 사전 준비 사항
- (필수) 데스크탑(카메라 반드시 설치), 혹은 노트북
- (장비) 웹 카메라, 헤드셋(마이크)
- (영상회의 SW설치) 설치 링크: https://zoom.us/download
[회의용 ZOOM 클라이언트] 설치 후 무료 회원가입
- (장소) 면접이 원활하게 진행 가능한 조용하고 정돈된 공간, 사전에 인터넷 연결상태를 점검 부탁드립니다.

2. ZOOM 접속 방법

◦ZOOM 프로그램 시행 후 ‘회의참가 클릭 → 회의 아이디 입력 → 비밀번호 입력’으로 접속
◦입장 후 화면 왼쪽 아래 오디오 참가/ 비디오 시작 확인(① -> ②로 클릭하여 전환)

①

②

3. 환경설정에서 이름 변경하기
① ZOOM 실행 → 우측상단 사진클릭 → [내 프로필] 클릭
② ZOOM 웹페이지에서 → 개인 프로필 클릭 → 이름 옆 [편집] 클릭(적색 박스 부분)
③ 이름 수정 → ‘○○○초등학교 이름’으로 수정

예시) 곤지암초등학교 홍길동

4. ZOOM 사용법
- PC용 ZOOM 사용법 https://www.youtube.com/watch?v=bWQfYmQzY-Q
- 태블릿·스마트폰용 ZOOM 사용법 https://www.youtube.com/watch?v=ga_iI4UaJV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