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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만남

Q1.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Q2.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어떻게 알게 되셨고, 두 분이 같이 입학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Q3.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으셨나요?

Q4.  부부가 함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다니시면서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Q5. 학교생활은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Q6.  앞으로의 진로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Q7.  방송통신고등학교는________이다. 한마디로 말씀해주세요.

경동고 부설 방송고 홍의선, 강모열 부부

부부가 함께  공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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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만남

Q1.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Q2.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어떻게 알게 되셨고, 입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Q3. 학교생활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다면 말씀해주세요.

Q4.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셨나요?

Q5.  이번에 학성고 학생들과 함께 모판 봉사를 진행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진행하게 되셨고,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학성고 부설 방송고 박도훈 동문

학생들에게 농업체험의 장을 마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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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만남

Q6.  앞으로의 진로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Q7.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을 말씀해주세요.

Q8.  방송통신고등학교는 ________이다. 한마디로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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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만남

Q1.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Q2.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Q3.  방송통신중학교에 재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누구인가요?

Q4.  방송통신중학교에 재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Q5.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들과 양봉, 목공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중에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고, 어떤 활동을 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나요?

Q6.  방송통신중학교는 ________이다. 한마디로 말씀해주세요.

대구고 부설 방송중 변태석 선생님

스스로 꿈을 키우는 학교를 만드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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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만남

경남여고 부설 방송고 김정하 선생님

선생님, 이제  걸어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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