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년도수시면접전형기출문제

전공적성



기독교학과

흥미 동기 이해도  준비 노력 및 역량1) , , 2) 

Set 1.

호서대학교 기독교학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기독교학과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 무1) ? 

엇입니까?

교회에 안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2) ? 

Set 2.

예수님은 학생에게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학과 선택에 어떤 영향1) . 

을 주었습니까?

최근 한국 개신교에 대한 인식에 있어 사회여론에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2) .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Set 3.

기독교 관련 신앙 서적 중 읽어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 감명 깊었던 것은 무엇입니까1) ? ? 

기독교학과를 졸업한 후 어떤 분야로 진출해서 일하고 싶습니까 입학한다면 이를 위하여 어떤 2) ? 

준비를 할 계획입니까?

Set 4.

1) 읽어 본 성경 중 학생에게 가장 의미 있거나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사회를 위하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2) .



한국어문화전공

흥미 동기 이해도  준비 노력 및 역량1) , , 2) 

Set 1.

초중고 과정을 통하여 특히 흥미를 가졌던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한국언어문화전공의 학습 과정1) , 

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일상생활에서 또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욕설과 악의적인 표현들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2) , 

있는지 이야기하고 과거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개선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소개해 보십시, 

오 노력이 없었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지 말해보십시오. , .

Set 2.

한국어는 지금 세계에서 쓰이는 사용 언어 중 몇 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정확한 답을 할 필요1) ? 

는 없으니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국언어문화전공을 졸업한 다음 하고 싶은 일을 말하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어떠한 능력이 2) ,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Set 3.

1) 요즘 프로그램에는 한국말을 아주 잘 하는 외국인들이 자주 출연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TV .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한국어를 잘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십시오.

지원자가 한국언어문화전공에 적합한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본인의 흥미와 적성의 관점에2) 

서 구체적으로 말해 보시오.

Set 4.

한국언어문화를 전공하는 데 도움이 될 흥미와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그동안의 교육과정에서 어1) 

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말에 대해 궁금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2) .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Set 5.

한국언어문화전공은 무엇을 배우는 전공인지 말해 보십시오 또 한국언어문화전공에서 배우게 되1) . 

는 분야 중에서 특히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자녀가 말을 배울 때 한국어만 배우는 것이 좋을지 한국어와 부모 2) , 

나라의 말을 함께 배우는 것이 좋을지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말해 보십시오.



영어영문학전공

흥미 동기 이해도  준비 노력 및 역량1) , , 2) 

Set 1.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1) .

2) What do you know about the Department of Language and Literature at Hoseo 

University?

Set 2.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하여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말해 보세요1) .

2) Tell us about your strength and weakness?

Set 3.

고등학교 시절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말해 보세요1) .

2) What would you like to do after you graduate from Hoseo?

Set 4.

영어영문학과를 졸업 후 자신의 미래의 모습에 관하여 말해 보세요1) .

2) What is the first thing you’d like to do after you enter Hoseo University?

Set 5.

최근에 전공과 관련하여 읽어 본 책이나 활동이 있다면 말해 보세요1) .

2) What is your dream?



중어중국어전공

흥미 동기 이해도  준비 노력 및 역량1) , , 2) 

Set 1.

중국에 대한 관심 분야는 무엇이며 미래 자기 진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해 보세요1) , .

중국 관련 서적을 읽어 본 적이 있는지 말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해 보세요2) , . 

Set 2.

최근 여러 분야에 걸쳐 한중관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어떤 분야에 흥미를 느끼며 그 1) . , 

이유를 말해 보세요.

우리 학과의 교육목표는 세기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학과 노2) 21 . 

력 외에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얘기 해보세요.

Set 3.

우리 학과에 대해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본 학과에 대해 아는 대로 이야기 해보세요1) , .

졸업 후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싶은지 말하고 지금 본인이 중국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면 가장 2) ,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세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까   ?

Set 4.

중어중국학과와 중어중문학과의 차이점에 대해 말해 보세요1) .

예를 들어 배우는 교과목 등  ( )

우리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해 보세요2) .

예를 들어 학교 홈페이지를 보고 교과목이나 진로 교수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지 등  ( , )

Set 5.

우리 학과에 입학한 후 학업계획에 대해 얘기 해보세요1) .

초중고 과정을 통하여 특히 흥미를 가졌던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중어중국학과의 학습과정에 어2) , 

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해보세요.

   

Set 6.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얘기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아울러 말해 보세요1) , .

우리 학과는 중국 여개 교류대학에 년간 교환학생 파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2) 10 1 . 

이 교환학생으로 중국에 파견된다면 사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