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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연속성, 0이란?

-미분가능성, 귀류법

-평균값정리

-내적, 이항연산

-수열, 호제법

-수학자

-교육과정

물리학과

-운동량 보존의 법칙 (역학에너지 보존법칙)

-광전효과, 물질파

-전자기유도 (도선이 받는 힘)

-파동, 정상파

-물리학과 지원 동기

-물리학과 졸업 후 장래희망

-물리학과 전공 희망분야

화학과 -이상기체란 무엇인가
-기초 과학으로서의 화학의 중요성을 

설명하시오

식품영양학과
-단백질의 합성과정

-생체 내 효소의 역할

-학생회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낀 점

-성공한 사람의 정의와 자신의 성공모델은?

생명과학정보

학부

-RNA와 DNA간의 차이점은?

-생명공학과 생명과학간의 차이점은?

-멘델의 유전법칙

-RNA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광합성과 호흡간의 차이점은?

-생명과학정보학부 지원 동기

-장래희망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

-생명과학관련 서적 중 인상 깊었던 것은?

 전기공학과

-미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적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복소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전기공학과 지원 동기

-장래희망과 적성의 연관성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미분의 물리적 의미

-적분의 물리적 의미

-반도체에 대해 설명하시오

-  

 를 미분하시오

- cos를 적분하시오

-인터넷 실명제 찬반의견

-학교 내 체벌관련 의견

-장래희망

-고교 등급제에 대한 의견

-행복의 정의에 대한 본인의 답변과 전공분야 

및 장래희망과의 연계성에 대한 질문

정보통신공학과

-로피탈의 정리 및 사용 예

-미분 안되는 경우는?

-함수의 정의

-     




 






 

 의 최소값은?

ln -

-sin  를 계산하시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교육받는 이유는?

-자신의 비전은?

-본인이 생각하는 통일을 위한 준비는?

-학교생활의 애로사항은?

-장래희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은?

-봉사활동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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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과

-화학물질의 예

-농도의 종류

-원자번호, 원자량

-주기율표의 구성, 비활성가스

-산, 염기, 산화환원

-바람직한 대학생활은?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견해

-인터넷 댓글의 영향

신소재공학과

-log와ln를적분하시오
-비열을 정의하시오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sin


를 적분하시오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면접기초자료를 보고 질문함

환경생명공학과

-온실기체, 지구온난화

-대기권의 분류 및 특성, 오존층

-독립영향, 종속영향

-먹이사슬, 생물량, 개체수 관계

-극성, 비극성, 주기율표, 주기, 족 설명

-BOD와 COD의 설명 및 차이점은?

-광인산화반응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학과에서 제공하는 환경분야는?

-이슈가 되고있는 환경문제는?

-수학에서의 미적분/ 산화환원반응/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부영양화

-학과 지원의 구체적 동기와 장래희망

-학생 활동시 느꼈던 점

-자신의 장점 및 단점 극복방법

-고등학교 생활에서 대표적인 활동을 

말하시오.

-사회진출시 일하고 싶은 분야는?

컴퓨터공학과

-“인도음식 어떻게 생각해”를 영작하라

-미분의 개념을 설명하라

-o/s와 응용 PGM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세대간의 갈등이 도를 넘었다.” 라는 명제에 대해서 

설명하라

-미분의 개념과 실생활에서의 응용 예를 설명하라

-통계의 평균과 분산의 의미를 설명하라

-행렬과 벡터의 개념과, 실생활에서의 활용 예를 들라

-명지대 지원 동기

-컴퓨터공학과 지원 동기

-학생의 교우관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우리 대학에 입학한 후에 대학생활 계획은?

-인터넷상의 악플에 대한 수험생의 견해는?

-수험생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는?

토목환경공학과

-의 미분은?

-sin의 적분은?

-





 





에서 

   ·  

-sin의 미분

-sin의 미분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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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학과

-물리학 일반 (개념 및 원리)

-수학의 기초소양 (미적분, 통계학)

-창의적 사고능력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의 

분야는?

-지원 동기

-교통문제에 대한 인사과 문제접근 방향

-본인 소개서에 언급된 내용에 대한 심층질문

기계공학과

-오늘 아침 등교하는 동안 수험생이 마찰력을 이용한 

사례를 설명하시오

-마찰력의 정의 (크기와 방향을 말하시오)

-바닷물 속의 열 (heat) 이용한 영구기관이 가능한가?

-공기밀도가 높은 곳/ 낮은 곳에서의 골프공이 날아가는 

거리 (입자개념으로 설명)

-우주공간에서 빛으로 추진력을 얻는 로켓의 구조? 

(추진원리?)

-
 



를 적분하시오

-도마뱀이 벽을 기어서 올라가는 원리를 설명하시오

-인공위성이 궤도를 도는 원리를 설명하시오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


는?

-lim
→

sin

는?

-≒일때
 의근사값은  

         

-기계공학 관련 수상경력 질문

-기계과 지원 동기

-자기소개

-미래희망진로 및 직업

산업경영공학과

-미분, 적분

-확률 및 통계

-순열과 조합

-산업경영공학의 세부분야중 관심분야는?

-원의 접선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sin 함수의 최대값과 주기는?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학과지원 동기

-명지대 선택한 이유는?

-장래희망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자기소개

-자신의 장점, 능력은?

-자신의 단점, 약점을 말하고 보완하기 위한 

활동은?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전통건축 지원 동기

-전통건축 전공 후 졸업 후 진로는?

-언제부터 전통건축을 공부하고 싶어 했는가?

-본인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점이 

전통건축 하는데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가?

공간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이너가 사회봉사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공간구성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최근에 디자인 경향과 자신의 견해를 말하시오

-가장 인상 깊었던 디자이너, 혹은 디자인을 설명하시오

-본인은 공간디자이너가 되기 위하여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1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시오

-최근 관심 있었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말하시오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에 대하여 말하시오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설명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