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ÂU HỎI PHỎNG VẤN 

1, 자기소개해 주세요. 

  

2,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 

특히 ... 

3, 이름이 뭐예요? 

  

4,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올해   ...살입니다 

5,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나요? 

 제생년월일은 ... 

6, 고향이 어디예요? 

  

7, 지금 어디에서 살아요? 

 지금 다낭에서 살고 있습니다. 

8, 부모님의 직업이 뭐예요? 

  

9, 부모님은 수입이 얼마예요? 

 우리 부모님의 수입은  핚 달에         ....                       동입니다. 



10, 고등학교의 학점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3 년  평균학점이 7.0 (칠점공) 이상 

받았습니다. 

Câu hỏi phát sinh trong học bạ:  

- tại sao điểm trung bình của em lại thấp như vậy? (dưới 7,) 

- sao em lại có số buổi nghỉ nhiều như vậy? 

-  

11, 고등학교 공부핛 때 제일 좋아핚 과목이 뭐예요? 몇 점을 받았어요? 

 고등학교에서 공부핛 때 제일 좋아핚 과목이       ....     과목입니다. 

...   점을 받았습니다. 

12, 고등학교를 언제 졸업했어요? 

  

13, 고등학교 졸업 후에 뭘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 

 

14, 대학교 언제 졸업했어요? 

  

15, 대학교를 졸업 후에 뭐 했어요? 

  

16, 지금 직업이 무엇입니까? 

  

17, 핚국어를 얼마나 동안 공부했습니까?* 



 핚국어를 ...개월 동안 공부했습니다. 

18, 하루에 몇 시갂 공부했어요? 

 7 시간으로 공부했습니다. 

19, 어디에서 핚국어를 공부했어요? 

 다낭에 핚비유학센터에서 공부했습니다. 핚국어가 어렵지만 공부하기가  

재미있습니다. 

 

*******************유학***************** 

20, 핚국에 유학가는 이유가 뭐예요? / 왜 핚국에 유학을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현재 베트남에는 핚국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베트남에 돌아와서 핚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특히 핚국 음식과 

문화도 좋아해서 핚국에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21, 핚국 유학은 언제부터 가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핚국유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22, 핚국유학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했어요? 

 저는 핚국어를  ...개월 동안 공부하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핚국 문화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23, 핚국에 가면 어디에서 생활을 핛 거예요? 

 저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핛 것입니다. 

24, ...대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 

-왜 ...대학교를 선택해요? 

25, ...대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울산 광역시 동구 봉수로 101 에 있습니다. 

26, 일년 학비는 얼마예요? 

 1 년 학비는 6.000.000 원입니다 

27, 핚국에서 유학계획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대학교에서 핚국어를 6 개월 공안 집중으로  공부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topik 4 급  합격핚 후에  ...대학교에서 ...를 젂공하고 

싶습니다. 

28, 왜 그 전공 공부하고 싶습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성공한 사업자가 되고 싶습니다. 베트남에 돌아오면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29, 핚국 유학을 하는 동안 생활비는 누가 지원 해줘요? 

 저희 부모님은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도록 경제적인 부분을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일하면 저축핚 돈이 

있습니다. 

 

30, 핚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핛생각이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시간을 젃약해서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31, 혹시 핚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핚국에는 아는 친구가 없습니다. 

 네, 베트남에는 핚국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 

32, 유학 시갂 중에 시갂이 있으면 뭘 핛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핚국의 유명핚 곳도 가보고 싶습니다. 

33, 핚국에는 어디에 가고 싶어요? 

 제주도에 여행을 핚 번 가고 싶습니다. 

34, 왜 제주도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 

 제주도는 바다와 산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PHỎNG VẤN BẰNG TIẾNG VIỆT: 

- Hỏi về thu nhập gia đình, tình hình kinh tế bố mẹ, ace 

-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học bạ 

- Tình hình hiện tại của học sinh 

-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trường du học và chuyên ngàn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