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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interviews with two Korean students this month. Many thanks to both Jera Song
and Sewon Kim from Seoul for their willingness to be interviewed and also many thanks
to Taeho Yu, doctoral student in Educational Technology at Purdue University for
obtaining these interviews.
If you are a teacher of Korean, you may download these interviews and use them in your
classrooms. Please acknowledge the source.
일반 정보:
이름: 송제라(Jera Song)
나이: 13세
주거 도시와 국가:서울, 한국
공식언어:한국어
모국어:한국어
그외에 할수있는 언어:영어
인터뷰 질문
1. 당신의 나라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IT 산업 , 한류 드라마
2. 살고 계시는 도시의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편리한 대중교통
3. 살고 계시는 도시의 나쁜 점이 무엇입니까? 공기가 좋지 않다.
4. 가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아빠는 경희대 정치학 교수이고, 엄마
는 경희대 체육대학 강사이다.
5. 가장 좋아하는 친구 한 사람에 대해 묘사해보세요. 성격이나 외모. 왜 그
분이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를 가장 잘 이해해준다. 같이
있을 때 부담이 없다. 나의 사소한 것들 까지도 잘 챙겨준다.
6. 친구들과 보통 뭐 하십니까? 언제 주로 만나십니까? 어디에 주로 가요?
만날 때 무엇을 타고 가요 (자동차, 자전거, 버스, 도보로)? 주로 물건을 사러
가거나 음식점에 간다. 학교주변이나, 집 앞 놀이터에서 만난다. 주로 걸어
다닌다.
7. 일주일에 며칠 학교에 가십니까? 매일 학교에서 몇 시간 정도 보내십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학교에 간다. 오전 8시경 학교에
가서 오후 3시쯤 약 7시간 정도 학교에 있는다.

8. 여름방학이 얼마나 깁니까? 학년에 공휴일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공휴일이
있습니까? 여름 방학은 약40일 정도 된다. 일년에 공휴일은 약 15일
정도이며, 학교 설립일도 공휴일이다.
9. 올 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무엇입니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영어, 미술, 음악, 실과, 체육
10.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입니까? 왜 그 과목을 좋아합니까? 사회이다.
아무래도 정치학을 전공하신 아빠의 영향이 큰 것 같다.
11.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무엇입니까? 왜 싫어합니까? 수학, 정확한 답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국어나 사회는 답이 비슷하기만 해도 되지만 수학은
정확하지 않으면 틀리기 때문이다.
12. 책가방에 주로 무엇을 넣어 다니십니까? 주로 교과서, 읽을 책, 필통.
13. 이 계절에는 여학생들에게 무엇이 유행합니까? 인기 연예인이 나오는
드라마 나 인기가수들의 노래이다.
14. 이 계절에 남학생들에게 무엇이 유행합니까? 사시사철 인터넷 게임이
유행이다.
15.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입니까? Harry potter, Twilight
16. 좋아하는 책은 무엇입니까? Harry potter, Twilight, 역사책들
17. 좋아하는 음악가는 누구입니까? Wonder girls
18.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고기 , 미국식 음식, 이태리 음식
19. 미국음식을 좋아합니까? 네
20. 미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쟁력이 큰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다른 국가의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많은 나라인 것 같다.
21. 혹시 미국학생이 당신의 도시에 온 다면, 그 분을 어디에 모시고
가겠습니까? 청계천,경복궁
22. 질문에 대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