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년도수시면접전형기출문제

전공적성



행정학전공

흥미 동기 이해도  준비 노력 및 역량1) , , 2) 

Set 1.
행정학과에 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이야기 하십시오 1) . 

행정학과 관련된 고등학교 사회탐구과목 중에서 배웠던 내용 개념 정의 이론 등 은 무엇인지  2) ( , , )

설명해 보십시오.  

Set 2.
행정학과에 관해서 언제부터 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1) , ? 

행정학과 졸업생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를 위해서 재학 중에 어떤  2) ?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Set 3.
행정학과는 다른 학과와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1) ? 

행정학과 입학이 자신의 장래 희망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고 입학 후의 학습계획을 장 2) , 

래 희망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보십시오.

Set 4.
왜 행정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1) ? 

행정에 관한 책 신문기사를 읽거나 뉴스를 시청한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어떤 내용이 2) , . , 

었으며 무엇을 느꼈습니까, ?

Set 5.
행정학과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 ?

행정학의 분야 중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 ?  

Set 6.
행정학과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운다고 알고 있습니까 1) ?

행정학과 졸업생에게 열려있는 진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와  2) , 

이를 위해서 재학 중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설명하십시오.  

Set 7.
행정학과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지니는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 ?

어떠한 자질을 가진 학생이 행정학과에 입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 2) ? , 

한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은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경제학전공

흥미 동기 이해도  준비 노력 및 역량1) , , 2) 

Set 1.
경제학과에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공통1) ?( )

경제학 관련 책을 읽어 본적이 있는가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입니까2) ? ?

Set 2.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과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가1) ?

경제학과 입학 후 학업계획을 말해보시오2) .

Set 3.
경제학자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 ? ?

최근 경제 이슈 중에서 기억되는 내용을 말해보세요2) 

Set 4.
호서대 경제학과에 대해서 아는대로 이야기 해보세요1) .

경제 분야에서 관심 분야는 무엇인가2) ?

Set 5.
경제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무엇을 가장하고 싶습니까1) ?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어2) ? 

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Set 6.
경제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 ?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 ? 

Set 7.
사회탐구 과목들 중 경제학과 지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과목은 무엇입니까1) ? 

졸업 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2) ?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까?

Set 8.
본 학과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미친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 ? ?

경제학 분야중 가장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2) ? ?



국제지역통상전공

흥미 동기 이해도  준비 노력 및 역량1) , , 2) 

Set 1.
국제지역통상이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나요1) ?

What does this major, "International Area and Commerce", mean to you?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세계의 주요 국가나 지역들과 를 체결했습니다 가 우리나라에2) , EU FTA . FTA

게 왜 중요할까요?

Korea has signed FTAs with major countries or regions like the U.S. and EU. Why is 

FTA important to Korea?

Set 2.
어떻게 국제지역통상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1) ?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International Area and Commerce?

국제지역통상 학도로써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질이나 역량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그러한 역2) ? 

량이 있나요 그러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 전공의 인재가 되기 ? ? 

위한 본인의 계획을 말해주세요.

As a student who major in International Area and Commerce, what kind of ability and 

capability do you think that you need to have? If you have them, what are those? If 

you do not have them yet, what kind of preparation are you doing? Tell us about your 

plan to improve your competitiveness in this major.

Set 3.
우리 전공에서 어떤 것을 배우길 기대하나요1) ?

What do you hope to learn in this major?

최근 국제통상에서 핫이슈가 된 것을 말해보세요2) .

Tell us about any recent hot issue in International Trade.

Set 4.
1) 고등학교 교과목 중 국제 지역 통상과 가장 관련이 높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제지역통상 분야 졸업 후 사회에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2) ?

After graduating from International Area & Commerce, what kind of career do you want 

to persue?

Set 5.
본 전공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은 누구인가요1) ?

본 전공에 들어와서 가장 흥미있는 과목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가요2) ?



경영학전공

지원전공에 대한 흥미 동기 이해도  지원전공 관련 준비 및 역량1) , , 2) 

Set 1.

경영학과에 지원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계기 또는 사건 는 무엇입니까1) ( ) ?

경영학도로서 본인의 제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2) ?

Set 2.

경영학과에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1) ?

2) 최근에 전공 관련 책을 읽은 경험이 있다면 그 책 내용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설명해 보시오, .

Set 3.

자신의 성격과 연관해서 경영학과에 지원한 이유를 설명하시오1) . 

경영자로서 필요한 자질이나 역량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2) ? 

Set 4.

경영학과에서 가장 듣고 싶은 과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 , ?

경영학과 지원 후 학교에서 학업계획은 무엇입니까2) ?

Set 5.

경영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 ?

경영자의 기업에서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2) ? 

Set 6.

자신이 경험한 청소년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입니까1) ?  

경영자로서 본인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2) ?

Set 7.

1) 자신은 어떤 청소년시절을 보냈는가 현재 경영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과 연관시켜 설명하시오? .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진로는 어디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2) ? 

Set 8.

경영학과에 지원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은 누구입니까1) ?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면서 기여하고 싶습니까2) ? 



세무회계학전공

흥미 동기 이해도  준비 노력 및 역량1) , , 2) 

Set 1.

세무회계전공은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무엇을 배우는 전공이라고 생각합니까1) ?

본인이 알고 있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2) .

Set 2.

1) 세무회계전공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까 졸업 후에는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

회계 혹은 세무회계와 관련된 자격증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2) .

Set 3.

최근에 회계 혹은 세무회계와 관련된 서적을 읽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가장 인상 깊었던 1) ?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세무회계전공에서는 무엇을 배우며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2) ? 

Set 4.

세무회계전공 졸업 후에는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1) ?

세무회계전공 지원 후 전공과 관련한 학업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2) .

Set 5.

세무회계전공 지원은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습니까1) ?

세무회계전공자로써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 또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한 역2) ? 

량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Set 6.

본인의 적성이 세무회계전공과 부합하다고 생각합니까1) ?

2) 최근 회계 혹은 세무회계와 관련된 신문기사 뉴스 등을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 

Set 7.

세무회계전공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1) .

세무사 회계사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입니까2) , ?



디지털기술경영전공

흥미 동기 이해도  준비 노력 및 역량1) , , 2) 

Set 1.

경영학부 디지털기술경영전공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 ? 

 2) 평소에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가 학생에게 가장 유용한 인터넷서비스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 ?

Set 2.

디지털기술경영전공에 대해서 학생이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1) .

일반경영학과 디지털기술경영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

Set 3.

디지털기술경영전공에서 배우고 싶고 배우게 될 교육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 ?

전자상거래가 기업과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 

Set 4.

디지털기술경영전공을 졸업하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1) ?

 2) 최근에 디지털기술경영과 관련된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책이며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 ?

Set 5.

 1) 학생은 장래 희망은 무엇이며 디지털기술경영전공에서 어떻게 자신의 희망을 실현할 것인지 이야기 해 보세요, .

학생 자신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력이 높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2) ? ?

Set 6.

디지털기술경영전공이 학생 자신의 적성 및 흥미와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에 대 1) ? 

하여 설명해 보세요. 

학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 페이스북 밴드 라인 카톡 등 는 무엇인가 이 2) ( , , , ) ? 

러한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장단점을 설명해 보세요.

Set 7.

디지털기술경영전공에 입학 후 가장 하고 싶은 공부 및 활동은 무엇입니까 1) ?

디지털비즈니스 비즈니스 디지털콘텐츠 비즈니스 등 에서 벤처정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   2) (e- , )

라고 생각하는가?  



글로벌창업전공

흥미 동기 이해도  준비 노력 및 역량1) , , 2) 

Set 1.

글로벌창업전공에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 , ?

가장 존경하는 기업가가 누구이며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2) , ?

Set 2.

글로벌창업전공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 해보시오1) .

해외 및 국내의 성공한 창업가에 대한 책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책 내용 중 가장 인2) ? 

상 깊었던 내용을 설명해 보시오.

Set 3.

글로벌창업전공에 입학하게 되면 어떤 학습계획을 갖고 있습니까1) ?

자신이 만약 창업을 한다면 어떤 분야의 창업을 하고 싶습니까2) ?

Set 4.

글로벌창업전공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 해보시오1) .

기업가정신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 해보십시오2) .

Set 5.

글로벌창업전공에 입학하게 되면 어떤 학습계획을 갖고 있습니까1) ?

창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 ?

Set 6.

글로벌창업전공에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 , ?

창업 중에서도 왜 글로벌 창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2) ?



산업심리학과

흥미 동기 이해도  준비 노력 및 역량1) , , 2) 

Set 1.

언제부터 산업심리학 심리학 에 흥미를 갖게 되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시오1) ( ) .

산업심리학 심리학 을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자질 능력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한 능력2) ( ) ( ) ?  

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는지 이야기 해보시오.

Set 2.

산업심리학자 심리학자 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시오1) ( ) .

자신의 가장 부족한 능력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를 개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는지 이2) ? 

야기 해보시오.

Set 3.

자신이 알고 있는 심리학자에 대하여 설명해 보시오1) .

산업심리학과와 본인의 적성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시오2) .

Set 4.

심리학과 관련된 책 또는 신문기사 을 읽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책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내1) ( ) ? 

용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 해보시오.

산업심리학과를 졸업 후 어떠한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2) ? 

는지 이야기 해보시오.

Set 5.

산업심리학 심리학 의 여러 분야 중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1) ( ) .

고등학교 때 가장 흥미 있었던 과목은 무엇입니까 그 과목과 산업심리학과의 관련성을 이야기 2) ? 

해보시오?



응용통계학과

흥미 동기 이해도  준비 노력 및 역량1) , , 2) 

Set 1.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무엇인지 말하고 어떤 점 때문에 그 과목을 좋아했는지 말해 1) , 

보십시오.

응용통계학 전공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 것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2) .

Set 2.

응용통계학과에 대하여 아는 대로 말해 보십시오1) .

응용통계학 분야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으면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2) , .

Set 3.

최근 신문이나 방송에서 응용통계학과 관련하여 접한 용어나 분야가 있으면 말하고 그 내용을 1) ,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응용통계학 전공자로서 졸업 후 진로에 대하여 말하고 이를 위해 본인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2) , 

를 말해 보십시오.

Set 4.

응용통계학이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1) .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면서 기여하고 싶은지 말해 보십시오2) .

Set 5.

응용통계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지원동기를 말해 보십시오1) .

응용통계학을 전공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장점을 말해 보십시오2) .



항공서비스학과

흥미 동기 이해도  준비 노력 및 역량1) , , 2) 

Set 1.
호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에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1) ?
입학 후 본 전공을 통해 항공사에 취업할 때 어떤 분야에 진출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2) ? 
무엇이며 목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Set 2.
호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를 지원하게 된 주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1) ?
항공서비스 전공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무엇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였습니까2) ? 

Set 3.
항공서비스 전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1) ?
호서대학교에 합격한다면 항공서비스 전공자로서 입학 후 가장 열심히 학습하고 싶은 과목은2) ? 
그 이유에 설명해보세요.

Set 4.
최근 여러 대학교에 본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데 특별히 호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에 지원하게 1)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본 전공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 정신 등의 인성이 매우 주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 . 
본인의 생각을 설명해보세요.

Set 5.
항공서비스를 전공하고 싶은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1) .
본인이 가장 좋아하거나 가장 자신이 있는 과목은 무엇입니까2) ? 
그리고 그 과목과 항공서비스 전공 특성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해보기 바랍니다   .

  
Set 6.

항공서비스 학과에 대해서 아는대로 이야기 해보세요1) ?
본인의 어떠한 점이 항공서비스학과의 적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2) ?

 
Set 7.

호서대 항공서비스학과에서 본 전공을 하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1) ?
2) 호서대 항공서비스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지난 년 동안 본인이 가장 노력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3 ? 
  
Set 8.

항공서비스 전공을 하고 싶은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까1) ?
항공서비스학과 전공자에게 요구되는 소양과 역량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의 생각2) ? 
을 말해보세요.

 
Set 9.

호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셨나요1) ? 
동일전공이 있는 다른 대학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느낌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

2) 입학 후 본인이 제일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
  



사회복지학전공

흥미 동기 이해도  준비 노력 및 역량1) , , 2) 

Set 1.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1) .

노령사회가 도래하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에게 사회복지사가 할 2) .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Set 2.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이나 관련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세요1) .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2) . ? 

Set 3.

1) 사회복지학을 추천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생각은 어떠했나요? , ?

사회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2) ?

Set 4.

지금까지 수행했던 봉사활동 내용 중 어떤 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1) ?

2) 사회복지를 확대하다보면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해주세요. . 

Set 5.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이 어떠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1) .

우리나라 복지 중 가장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2) ? ?

Set 6.

사회복지학이 무엇을 공부하고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1) .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졸업 시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회진출을 위해 무슨 노력을 2) 

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Set 7.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할 능력과 자질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는가1) ?

현대사회에 사회복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2) .



노인복지학전공

흥미 동기 이해도  준비 노력 및 역량1) , , 2) 

Set 1.

노인 복지학에 대한 동기를 가지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해주십시오1) 

노인에 관한 책을 읽어 본 것이 있다면 인상 깊었던 내용과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2) 

Set 2.

노인 문제 중 본인의 관심 주제는 무엇이며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1) .

노인 복지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계획을 2) 

말해 보세요.

Set 3.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 전공에 대해 어떻게 알고 오셨고 본 전공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1) 

까?

졸업 후 사회에서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면서 기여하고 싶은지 말해보세요2) .

Set 4.

노인복지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이야기 해보세요1) .

사회 탐구 과목에서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무엇이며 가장 기억에 남는 개념이나 이론을 설명해 2) , 

보십시오.

Set 5.

최근 노인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1)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노인 복지학과에 입학 후부터 졸업시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진출을 위해 어떤 노2) 

력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세요.

 

Set 6.

노인복지학과에 지원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인물은 누구인가요1) ? 

사회에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면서 기여하고 싶은가2) ?



청소년문화상담학과

흥미 동기 이해도  준비 노력 및 역량1) , , 2) 

Set 1.

청소년문화상담학과에 지원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계기 또는 사건 는 무엇입니까1) ( ) ?

청소년지도사 또는 상담사로서 본인의 제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2) ?

Set 2.

청소년문화상담학과에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1) ?

최근에 전공 관련 책을 읽은 경험이 있다면 그 책 내용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설명해 보2) , 

시오.

Set 3.

자신의 성격과 연관해서 청소년문화상담학과에 지원한 이유를 설명하시오1) .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인간관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2) ? 

Set 4.

청소년문화상담학과에서 가장 듣고 싶은 과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 , ?

청소년문화상담학과 지원 후 학업계획은2) ?

Set 5.

자신이 경험한 청소년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입니까1) ?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로서 본인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2) ?

Set 6.

자신은 어떤 청소년시절을 보냈는가 현재 청소년문화상담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과 연관1) ? 

시켜 설명하시오. 

청소년문화상담학과를 졸업한 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2) ? 

Set 7.

1) 청소년문화상담학과에 지원한 이유와 자신의 꿈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후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2) ? 



유아교육과
 

흥미 동기 이해도  준비 노력 및 역량1) , , 2) 

Set 1.
언제 어떠한 계기로 유아교육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1) ?

유아교육과에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했습니까2) ? 

Set 2. 
언제 어떠한 계기로 유아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하였습니까1) ?

유아교육과에 입학하게 되면 어떻게 공부할 계획입니까2) ?

Set 3.
유아교육에서 특히 흥미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기 바랍니다1) ? . 

유아교사가 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모두 말해보세요2) ? . 

Set 4.
유아교육과에 대해서 아는 것을 모두 말해보세요1) .

전문적인 유아교사가 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입니까2) ? 

Set 5.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는 것을 모두 말해보세요1) . 

유아교사로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입니까2) ? ? 

Set 6.
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아는 것을 모두 말해보세요1) .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 어떻게 2) ? , 

노력할 것입니까?

Set 7.
교사와 관련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책 제목은 무엇이고 가장 감명 깊은 부분은 무엇입1) ? , 

니까?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후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것입니까2) ?

Set 8.
유아교사가 중고등학교 교사와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1) ?

어떠한 유아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 교사가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입니까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