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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중등

추천! 면접 준비에 도움 되는 책
선발형 고교 지원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마치고 면접까지 준비 시간이 촉박한 상황. 서울 대명중 최이권 진로진학부장 교사는 

“자기소개서를 점검하는 한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나 일본 역사 왜곡 등 시사 이슈에 관한 배경지식으로 면접에 대비하라”고 조언한다. 

마지막 합격의 관문 면접에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답변을 도와줄 2016년 선발형 고교 면접 대비 도서 베스트 6.

취재 이은아 리포터 identity94@naeil.com 도움말 최이권 교사(서울 대명중학교)

특목고·자사고 2단계 전형 대비

에듀바른컨설팅 김종완 대표와 특목고 커뮤니티 

‘특사모’ 운영진이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입시를 

분석했다. 면접 진행 방법과 유의 사항, 학교별 기

출문제, 유형별 답변 등을 상세히 정리한 ‘면접 기

출문제 분석’은 반드시 읽어봐야 할 부분. 실전에

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다. QR  

코드를 통한 특별 부록엔 학교별 경쟁률과 커트라

인, 합불 사례 분석, 합격생 자기소개서, 책 사용법 

등을 담았다. 

특목고 갈 사람 모여라

지은이 김종완 외 

펴낸곳 더디퍼런스 

값 19,800원 

추천 대상 특목고나 

자사고 지원자

과고나 자사고 면접에 대비하는 이과 성향 중학생

을 위한 책. 2011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출간해 올

해로 ‘시즌 3’를 맞았다. 카이스트 연구원, 물리학

과 교수, 과학 저술가가 최신 과학 이슈를 명쾌하

게 풀이한 것이 특징. 핫이슈로 떠오른 ‘사물 인터

넷’, 세기의 재앙이 된 ‘에볼라’, 진주에 떨어진 ‘운

석’, DNA 이중나선 발견 60년을 기념한 ‘인간 게놈 

시대’ 등 과학계를 뜨겁게 달군 11가지 과학 정보가 

가득하다.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과학 이슈 11 Season 3

지은이  최순욱 외 

펴낸곳 동아엠앤비 

값 15,000원

추천 대상 과학고 

소집 면접 대상자, 

자사고 지원자

방과 후 학교 ‘특목고·자사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특별반에서 지도한 학생들의 합격 사례를 바탕으

로 쓴 책. 하나고 외대부고 민사고 상산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를 비롯해 서울 대원외고 대일외고 한

영외고, 경기 동탄국제고 고양국제고 청심국제고 

등 주요 고교 면접 방식과 기출문제를 다룬 점이 

돋보인다. 학원 도움 없이 학생 손으로 쓰는 자기

소개서 작성법과 면접을 겨냥한 첨삭 지도 부분을 

눈여겨볼 것.

특목고·자사고 자기소개서 작성법

지은이 최이권 

펴낸곳 올드앤뉴 

값 15,000원 

추천 대상 특목고나 

자사고 지원자

외교관이나 국제 전문가를 희망하는 중학생이 짧

은 시간에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익힐 때 추천. ‘외

교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제기

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 Q&A 형식으로 핵심 

내용을 설명한다. 문화·통일 외교의 개념과 ‘독도

알리미’나 ‘반크’ 등 학생 참여가 가능한 디지털 외

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전·현직 대사와 국

제 전문가가 들려주는 ‘생생 인터뷰’를 담아 지루

하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재미있는 외교와 국제기구 이야기

지은이 박기태 

펴낸곳 가나출판사 

값 12,000원

추천 대상 외고·

국제고·전국 단위 

자사고 국제 과정 

지원자

초·중등 교육 대표 카페 ‘인강백서’와 입시 전문 

기관 ‘특자단’이 면접 노하우를 모았다. 자기소개

서에서 질문 뽑는 원리부터 면접을 치르는 자세와 

마인드, 사전 체크리스트까지 준비 과정을 꼼꼼하

게 소개한다. 2% 아쉬운 답변에 대한 첨삭 사례와 

학교별 기출문제, 특목고 합격생 노하우 등을 정

리한 것이 장점. 올해 이슈가 된 위안부, 문화상대

주의, IS 무장 단체, 그리스 디폴트 사태 등 기초 시

사 상식을 정리한 부록도 알차다.

특목고 면접 한 권으로 끝내기

지은이 인강백서 

펴낸곳 SMG 

값 28,000원 

추천 대상 특목고나 

자사고 지원자

경제, 정치, 문화, 과학, 스포츠, IT 분야 등에 걸친 

시사 상식 어휘를 다룬 책. M&A(기업 간 인수·합

병), PPL(간접광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신문이나 TV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거나 대입 논

술 제시문과 수시 모집 면접에 나온 내용을 다룬 

것이 특징.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지식과 정보를 

한자리에 모았다. 세계의 불가사의, 한국의 세계유

산 잠정 목록, 세계 문화유산 등을 다룬 ‘토막 상식’ 

코너도 유용하다. 

2016 청소년을 위한 유쾌한 시사 상식

지은이 시사연구회 

펴낸곳 하늘아래 

값 14,500원

추천 대상 특목고나 

자사고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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