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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nglish Teacher Shower

‘Baby Shower’
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 물품을 차분히 준비하며,
지인들이 모여 정답게 축하하는 모임이듯,
뉴스레터‘English Teacher Shower’
는 이제 배출될
영어교사를 위한 소망의 커뮤티케이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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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학장 축사ㅣ

2018년 English Teacher Shower 14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비
롯하여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을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서 발간하는 English
Teacher Shower 14호(2018년) 발간을 축하합니다. 벌써 출간한 지 14년째가

되는군요. 한 학과에서 꾸준히 잡지를 발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건이 좋지

채호석 교수

않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영어교

ㅣ사범대 학장ㅣ

육과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뜻이 그만큼 크고 간절했음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교육
인들의 소통을 위한 잡지, 교사와 예비교사를 비롯한모든 영어교육과 선후배 동문들이 소통
하고 격려하는 장으로 출발하여 이제는 영어교육과를 넘어서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을 대표하는 잡지가 되었습니다. 사범대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사범대 학장으로서 매우 자랑
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기술적 특이점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레이 커즈와일은 인공지능이 인류 지능 전체를 넘어서는 시점

인 특이점(singularity)이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도 다양
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좋
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나 스
티븐 호킹은 인류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부정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재앙이건 축복이건 4
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사람으로서, 교
육자로서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막연한 예측만으로는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리
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맞부딪쳐 풀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단지 지식의 전달이 아
닙니다. 한 사람을 키워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은 인공지능에게 맡길 수 없는 일이라
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English Teacher Shower가 이런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14호 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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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학과장 인사말ㅣ

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열심히 가르쳤던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역시 외대
영어교육과야!”
라는 말을 듣게 끔 훌륭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볼 때입니다.

영어교육전문가 양성의 선두주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
윤현숙 교수
ㅣ영어교육과 학과장ㅣ

어느덧 2018년도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어교육과 50주년을 맞이하여

올 한해도 우리 영어교육과는 학생, 동문 및 교수진의 열정과 사랑으로 많은 결실을 맺으며
뜻 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재학생, 동문 및 교수들이 같이 모여 5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것 입니다. 영어교육과의 명성에 걸맞게 한국응용언어학회, 한국
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등 다양한 학술대회가 외대에서 개최되었고, 내년에도 한국영어교
육학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로 외대와 그 중심에 영어교육과가 한국 영어교육
의 산실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열심히 가르쳤던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역시 외대 영
어교육과야!”
라는 말을 듣게 끔 훌륭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볼 때입니다. 더불어 부쩍 많

은 졸업생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더 공부하고 싶다고 대학원 진학 등을 문의해
오는 것을 보며, 앞으로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미래가 밝겠구나 하는 참 반가운 마음이 듭니
다. 나날이 성숙해 가는 학생들의 모습과 현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앞서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선배, 동문들
의 뒤를 이어, 어느 자리에서도 힘차고 자랑스럽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그 밑 토양이 되도록 보다 열심히 학생들을 이끌어줘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반세기를 맞이한 올 한해 우리 영어교육과에 보내주신 격려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어교육전문가 양성의 선두주자인 우리 영어교육과가 더욱더 성장해 가도록 지속
적인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학과장

02ㅣ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 News Letterㅣ

ㅣ동문회장 인사말ㅣ

영어교육과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성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어교육과지‘Teacher shower’제14호 발간을 축하드
립니다. 일을 처음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라 생각하는데‘Teacher shower’
를 창간한 지 벌써 14년이 지났고, 계속해서 발
간하고 있는 사실이 놀랍고 기쁩니다.

영어교육과지‘Teacher shower’제14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일을

오창엽
처음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 ㅣ영어교육과 동문회장(81학번)ㅣ
는데‘Teacher shower’
를 창간한 지 벌써 14년이 지났고,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는 사실이 놀랍고 기쁩니다. 이를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영어교육과 선배이신 이
길영 교수님, 영어교육과 학과장이신 윤현숙 교수님, 특히 편집위원회 및 한주찬 조교님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영어교육과는 저에게 가족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동기, 선배와 후배는 형, 동

생, 누나와 같은 존재였고 교수님은 이모, 삼촌과 같이 편한 분이었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웠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상이 기쁨이었습니다. 스물여섯으로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20대 초반을 전부 외대에서 보낸 저로서는 외대는 제가 사는 또 다른 동네였습니다.
우리 영어교육과 동문은 마음이 따뜻하고 소박하며 부드러운 분위기의 사람이 많았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여 무슨 일을 하든 인정을 받고, 전문성을 갖추어 발전해나가는 동문
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
습을 보면 자극이 되고 힘이 됩니다. 매년 발간되는‘Teacher shower’는 이런 동문들의 생
생한 모습을 알려주는 매개체로서 우리가 떨어져있지만 연결되어있다는 유대감을 만들어주
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어교육과 동문들은 우수하고 자신의 일에 철저하기 때문에 바쁘고 여력이 없

겠지만 자신의 능력 중 99.9%는 본인을 위해 쓰고 0.1%만 영어교육과에 관심을 갖는 다면
영어교육과는 더욱 발전할 것이고 재학생들은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어 더욱 크게 성
장할 것입니다.
우리 동문 모두의 건강과 번성을 기원하며 학과지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어교육과 동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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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학생회장 인사말ㅣ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 제 34대 시나브로 학생회장 17학번 박
세윤입니다. 2018년 teacher shower를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언제나 곁을 지키는‘Steady and Surely,
시나브로 학생회’
박세윤
ㅣ영어교육과 17학번ㅣ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 제 34대 시나브로 학생회장 17학번
박세윤입니다. 2018년 Teacher Shower를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

고 반갑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제 34대 시나브로 학생회가 조금 더 소통의 장을 넓히고
학우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글을 통
해서 학생회장으로서 어떤 각오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학생회가 지금까지 영어교육과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으며 해나갈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글이겠지만 여러
분들과 학생회 사이에 존재할지 모르는 벽이 조금이나마 허물어지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해
봅니다.
학생회장 선거준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학생회의 기조와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

니다. 어떤 성격의 학생회가 영어교육과의 발전에 가장 적합할 것인가 고민을 하던 중
‘Steady and Surely, 시나브로 학생회’
라는 기조와 이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34대
시나브로 학생회의 기조와 이름은 제가 항상 품고 살아왔던 좌우명입니다. 저는 변화의‘정
도’
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변화의‘지속성’
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어교
육과에 과도하게 변화를 주기보다는 언제나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고 꾸준한 발전을 추구하
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조금씩’
의 뜻을 가진‘시나브로’
라는
단어는 제 34대 학생회의 성격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진정한 학생회란 학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들을 포용하여 새로운 방향을 다잡아 과를 발전적으로 이
끌어나가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활한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꾸준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고 싶어서‘Steady and Surely, 시나브로 학생회’
라는
기조와 이름으로 제 34대 학생회의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의 기조와 이름에 걸맞은
학생회가 되도록 2학기에도 시나브로 학생회는 언제나 학우 분들을 향해 열려있겠습니다.
또한, 과를 위해 내시는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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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를 갓 벗어난 17학번이 영어교육과 학생회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걱정하셨

을 학우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는 무척 어려운 문제였으며 여전히 저에게 남아있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답을 생각하기보다는 집행부원, 과운영위원회 그리고 영어교육과 학우 분들의 의견을 듣고
길을 찾아왔으며 앞으로도‘영어교육과’
가 만들어나가는‘영어교육과’
를 이끌어나가고자 합
니다. 이와 같은 발전을 위하여 영어교육과 학우 여러분과 꾸준히 소통하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시나브로 학생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학과 행사가 잘 마무
리되면 느끼는 보람과 뿌듯함이 있는 반면에 어떤 순간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 곤란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또한 영어교육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더욱 더 심사숙
고하고 있습니다. 시나브로 학생회는 2학기에도 꾸준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이번 기회에 제 34대 시나브로 학생회를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밟아온 길을

돌아보니 복합적인 생각이 듭니다. 1학기의 학생회는 영어교육과 학우 여러분을 위해 노력하
였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 노력이 미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겪은 실수를 생
각하면 학생회장으로서 한 학기 동안 모든 학우 분들을 만족시켜 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학기의 실수를 회고하여 다음 한 학기를 대비하고 이 기회를
통해 더 나은 학생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닦고자 합니다. 한 학기가 지났지만 아직 한
학기가 남아있습니다. 2학기에는 더욱 더 원활하고 꾸준한 발전을 추구하는 학생회의 노력
이 모든 학우 분들에게 닿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Teacher Shower를 통해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부족

한 글 솜씨로 한정적인 내용만을 전해 드린 듯 하여 많이 아쉽습니다. 이 아쉬움을 이번 학기
학생회의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가 학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2019년 봄에는 영어교육과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교육과 34대 학생회장 17학번

박 세 윤

ㅣEnglish Teacher Shower 2018ㅣ05

ㅣ영어교육 특집 논단 소개ㅣ

English Teacher Shower 2017

Teachers as Garekeepers :
Responding to distressed students

Dr. Lee, Ji Yeon
ㅣGraduate School
of Educationㅣ

It is not uncommon for teacdhers to encounter students
who are emotionally overwhelmed. Before deciding on
a response to your students. let’s take a minute to
reflect on how others responded to you during your
emotional crists, What responsos given during your
time of need were helpful or not helpful?
Do you feel that people who judged you were
not helpful? What about people who stood by your side
by listening?

English Teacher Shower 2015

Integration of MALL
into the Classroom:
Focus on Vocabulary
Dr.

Chung Hyun Lee

ㅣDept. of English Educationㅣ

Vocabulary plays an inportant role in English language
reaching and learning. Wilkins (1972) highlighred the
inportance of vocabulary for communication, asserting
that “without grammar very little can be conceyed,
without vocabulary nothing can be conveyed” (p. 111).
Researchers belive that learning veocabulary from context helps
learners retain vocabulary because the context requires learners”
ability to infer ofr guess th meaning of vocabulary

English Teacher Shower 2013
한국외국어대학교 60주년 기념 특집

우리나라 영어교육과의 새로운 전형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의 과거, 현지 그리고 미래

영어교육과 설립 목적 및 교육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
는 영어교육 전문가로서 유창한 영어 의
사소통능력뿐만 아니라 지식과 경험, 소
양과 인성 등을 갖춘 유능한 중등영어 교
사를 양성한다. 또한 아시아 및 영미권은
물론 국제적 다움화를 이해하고 적극적
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현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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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국제사회
에 이바지하는 지역 전문가를 양성한다.
이를 위한 2013년도 영어교육과 교육과
정은 아래 표와 같다. 1학년의 전공영어
를 필두로 4학년의 제2언어습득론, 그리
고 여름 계절학기에 열리는 영어몰입학
습(English Imm-ersion)까지 총 40개
의 강좌가 개설되어있다.

English Teacher Shower 2012

Reading and Vocabulary

Yo-An Lee (’85)
English Department
Sogang University

Today, I want to offer a few comments on the relation
between reading and vocabulary learning. Reading is an
excellent way to gather language inputs as they come in
meaningful contexts
According to language education research, one effective
way to learn new words is to get repeated exposures to
them : this means that we will need to see them several
times. In the old traditional approach that emphasized
translation and memorization, students were asked to
memorize vacabulary items throuth mechanical tasks (e.g.
learn the defination and read one or two sentences that
use(s) the word). Unfortunately,

English Teacher Shower 2010

Project-Based Second Language Learning

조소은 (’08)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 강사

Introduction
As noted by Becker (1999, 2006), profect-based learning
(PBI., henceforth) was first introduced by David Snedden
to teach science in American vocartional agriculture
classes. It was later developed with John Dewey and
Kilpatrick, who asseert the importance of experienial and
action-based learning. Kilpatrick (1918) proposed the
project method, which emphasizes student’ involvement in
creating knowledge while solving problems that arise
during projects. The main goals of PBL include motivating
students to learn, fostering problem solving, developing

English Teacher Shower 2008
한국외대 영어교육과 설립 40주년 회고

김영조 영어교유과 명예교수 (1996년 정년퇴임)
외대 영어교육과는 1969년 설치인가를 받아 1969년 2월 제
1기생 모집정원 20명으로 출발한 이래 현재까지 900여명
의 영교인을 배출하였다. 불혹의 설립 40주년을 즈음하여
태동 때부터 고군분투하여 몸을 던져 적극적으로 관여한 나
로서는 자축과 함께 참으로 감개무량한 심정이다.
나는 경북대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미 Hawai대학고 East-West Center
장학금 수혜자로 TELOL을 전공하여 1968년 9월 외대 영어과 교수로 발령을 받았
다. 그러던 중 1969년 영어교육과 탄생 때 영어 교육과에 전념하여 교내 유일한 붙
박이 영어교육과 교수로 봉직했다. 35세 때 부임하여 1998년 정년퇴임할 때 까지
한눈팔지 않고 30년 간 영어 교육과에 재직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람도 많았
다. 언젠가는 영어교육과를 반드시 훌륭한 학과로 자리매김한다는 내일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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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새로 배움터
2018년 2월 26부터 2월 28일
까지 영어교육과는 한화 설악리조
트로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다녀
왔다. 새로 배움터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대학생활 첫 발판을 내
디딘 신입생들과 학교생활의 많은
경험이 쌓인 재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였다. 이 배움터에
많은 신입생들이 참석하여 2박 3일 동안 새로운 동기들 및 재학생 선배들과 친해지며 영어교육과의 새
로운 식구가 되었다. 영어교육과뿐만 아니라 모든 사범대학 학생들이 모였던 이번 배움터는 같은 동기
들끼리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고 사범대 내에 있는 동아리들을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뒤이어서
사범대의 여러 동아리들이 공연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게다가 초청 가수 마마무의 축하공연까지
더해져서 모두가 굉장히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는 신입생들이 영어교육과 학우로써
즐거운 첫 시작을 하는 굉장히 뜻 깊은 행사였다.

교수-학생 간담회
2018년 3월 26일 오후 7시, 인문관 401호에서 교수-학
생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이번 년도 학과장이신 윤
현숙 교수님을 비롯한 영어교육과 모든 교수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영어교육과 학생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다.
교수님들께서는 특히 이번에 새롭게 입학하여 학교에 적응
중인 1학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고 학생들은 이에 감사의 말씀으로 보답했다. 보다 더 나은 영어교육과를 만들기 위하여 교수님들과 학생들
의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

영어교과 임용고시 합격자 간담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전공으로 공립 중등교원
에 임용된 합격자 선생님들의 간담회가 2018년 3월 29
일, 대학원 105호에서 열렸다. 합격자 간담회를 듣기
위해 수많은 한국외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나래
(영어학과 12), 안혜진(영어교육과 13) 선생님이 간담회
에 찾아오셔서 임용고시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아낌없이 전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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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SEE - Panorama

총엠티
영어교육과 학생들은 2017년 3월 30일부터 31일까지의 1박 2일 일정으로 대성리에 있는 언덕위의 하얀집으
로 총엠티를 다녀왔다. 영어교육과 기획단이 총괄하여 준비한 가운데 학우들은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재미
있는 게임과 캠프파이어도 하면서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현장교사 특강 (신입생/ 진로개발 세미나)
영어교육과와 사범대 학생들을 위해 현장교사 특
강이 5번에 걸쳐서 열렸다. 특강을 진행해주신 박재
혁(5월 1일), 최은경(5월 9일), 김지미(5월 14일), 장
현갑(5월 23일), 송형호(5월 31일) 총 5명의 현직교
사 분들은 교직 경력과 교육적 지식을 바탕으로 어
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본인의 경험과 교육 철학
을 전해 주셨다. 이 자리는 영어교육과 학생들에게
교직과 학교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미
래에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유익한 수업을 해야
하는 지 느끼게 해 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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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대회 (SCV)
2018년 8월 28일 (목) 오후 1시에 목동 고척돔 풋살 경기장에서 여름 사범대 풋살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 참석
한 영어교육과의 축구 소모임 SCV는 겨울대회에 이어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발을 맞추고, 모든 선수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시간이었다.

농구대회 (ATHENA)
영어교육과의 농구 소모임인 ATHENA
는 2018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농구대회에 출전하였다. 다음은 29일에 8
강전을 이기고 찍은 사진이다. 최종 마지
막 경기인 3월 30일 4강전을 치루고 최
종 3위를 차지했다.

요

임용고사 특강

1

일

시 간
10:00am ~12:00pm
7월 12일(목)
2:00pm ~ 5:00pm

교과목
영문학

4층 BRICS홀

2

7월 13일(금)

2:00am~ 4:00pm

임고 개요

1층 BRICS홀

2018년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3

7월 16일(월)

1:00pm~5:00pm

영어교육1

4층 BRICS홀

임용고사를 대비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4

7월 17일(화)

9:00pm~ 12:00pm

영교교육 문제풀이1

3층 305호

학생들을 위한 임용고사 특강이 진행되
었다. 특강의 강사진은 영어교육, 영어

5

7월 18일(수)

6

7월 19일(목)

7

7월 20일(금)

학, 영문학 등 각 영역별 최고의 교수진
으로 이루어졌고 전공영어 과목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
범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대학원의
영어교육전공 학생들도 많이 참석하여
임용고시 준비에 대한 열띤 모습을 보
여주었다.

8

7월23일(월)

9

7월24일(화)

10 7월2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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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pm~ 5:00pm

영어교육2

4층 BRICS홀

10:00am~ 1:00pm

영교교육 문제풀이2

3층 305호

2:00pm~6:00pm

영어학1

4층 BRICS홀

10:00am~ 1:00pm

영교교육 문제풀이3

3층 308호

2:00pm~6:00pm

영어학2

4층 BRICS홀

10:00am ~1:00pm

영교교육 문제풀이4

3층 308호
4층 BRICS홀

1:00pm~5:00pm

영어교육3

10:00am~1:00pm

영어학3

2:00pm~5:00pm

영어학4

10:00am~1:00pm

영어학5

2:00pm~5:00pm

영어학6

10:00am~1:00pm

영교교육 문제풀이5

3층 305호

2:00pm~5:00pm

영어학7

4층 BRICS홀

4층 BRICS홀
4층 BRICS홀

HUFSEE - Panorama

제 6회 예비영어교사 수업경연대회
제6회 예비영어교사 수업경연대회가
6월 5일 화요일에 BRICS 국제포럼장
에서 개최되었다. 사범대 영어교육과에
서 주최하여 올해로 6번째를 맞고 있
는 예비영어교사 수업경연대회는 미래
에 교단에 서게 될 예비교사들이 직접
수업 교안을 기획하고 수업 시연을 보
여줌으로써 교사로서의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 수업경연대
회에 참석한 다른 재학생들도 경연자
의 수업을 보고 평가를 함께 들음으로써 유용한 수업 기법들을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교생실습
교생실습은 학우들이 약 한 달간 실제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교직생활을 체험해 보는 활동이다. 교생실습은 매년 봄 시즌(특히, 4월,
5월)에 4주간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 (흔히 모교), 혹은 학교에서 지
정해 주는 학교로 교생실습을 나간다. 이번 4, 5월에도 많은 사범대 학우들이 교생실습을
나가 교직 현장 체험을 하고 왔다. 이는 학생들이 실제 교사의 생활에 대해 체험해보고
교사라는 직업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교육봉사
2010년도부터 09학번 이후 사범대 학생들은 졸업을 위해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는
현재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4학년 때 나가게 되는 약 한 달의 교생실습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많
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교육봉사는 서울시 동행프로젝트와 같은 봉사 프로그램이나 지역 센터와의 연계
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사범대 학우들이 학기 중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교육봉사를 행하고 있다. 사범대
학생들은 교육봉사를 통해 초, 중, 고등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침으로써 봉사정신을 기르고 교육 현장을 미리
체험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된다.

임용시험 격려회식
11월 1일 점심, 다가오는 임용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영어교육과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학과 교수님
들과 훈훈한 회식을 가졌다.

홈커밍데이
11월 24일 토요일, 교수진, 재학생들과 동문 선배님이 함께하는 훈훈한 자리가 홈커밍데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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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예비영어교사 수업경연대회ㅣ

예비교사 수업 경연대회를 마치고 (1)
하지만 이렇게 수업 계획안을 고민하는 과정이 실제 선생님이 된다면 겪게
될 고민들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되돌아보니 참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

예비교사 경연 대회는 사실 나에게 굉장한 부담이었다. 직전 학

김혜령

기를 휴학하여 제대로 된 수업기획안을 짜고 수업 시연을 해보

ㅣ영어교육과 16학번ㅣ

는 것이 처음이었기에 대회를 잘 준비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
섰다. 다행히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조를 이뤄 함께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팀

플은 처음이었을 정도로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수업 계획을 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문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암시적으로 가르쳐

야 하는가’
였다. 대학에 들어와 다양한 학습이론들을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수업 계획안을
짜려고 하니 명시적인 방법 외에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전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는
본선에 진출하고 난 후 직접적으로 문법 개념을 제시하지 말고 각 단계마다 다양한 인풋을 주
라는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 방향을 잡을 수 있었지만 각각의 활동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는 않
았다.
두 번째로 어려웠던 부분은 활동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수업 계획안

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학생들에게 목표 언어를 사용할 기회를 주기위한 활
동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다.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
면서 학생들이 직접 목표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의 활동을 찾기 위해 조원들과 계속해서 아
이디어를 찾고 토의하고 결국 경연대회 직전까지 수정하다 완성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수업 계획안을 고민하는 과정이 실제 선생님이 된다면 겪게 될 고민들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되돌아보니 참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 시연을 준

비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 시연 동영상을 찾아보며 도입부에 학생들의 주의를
끄는 방법,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법 등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과 다른 실제 시연에
서의 팁들을 얻을 수 있었다. 또 실제로 시연을 해보니 계획안대로 시간분배를 하는 것이 어렵
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안을 짤 때에 시간 분배를 넉넉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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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예비교사 경연 대회를 준비할 다른 학우들에게 수업 시연을 맡는 것을 권하고 싶다. 부담
은 많이 되었지만, 분명 그만큼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대회가 끝나고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쁜 마음과 이제 끝이라는 후련한 마

음이 동시에 들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것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었고, 조원
들과 한 차시의 수업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팀들의 시연을 보는 과정에서 혼자라면
생각해내지 못했을 다양한 활동들을 접할 수 있었다. 그동안 교육봉사나 학원 아르바이트를 통
해서 경험했던 수업들과는 다르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서, 실제로 선생님
이 되어서도 기존의 수업방식에 안주하는 교사가 아니라, 항상 더 나은 수업을 위해 고민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예비교사 수업 경연대회를 마치고 (2)
그 누구 한 명도 소홀해지지 않고 열심히 임하였던 프로젝트였던 만큼, 나는
발표자로서 팀원들의 노력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또 연습
하였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는 예비교사로서 한 단계 성장했던 소중한 기회였다.

김미래

수업 주제를 선정하며, 수업을 구상하며, 수업시연을 직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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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며 어렵기만 했던 교육적 가치관을 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영어교사가 되겠다는 굳건한 생각을 가지고 대학교에
입학해 꾸준히 교육 봉사, 과외 등을 통해 비교적 자유로운 수

업방식과 다양한 수업자료를 통한 수업을 해보았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내가 졸업을 하고 신규
교사가 되어 가르칠 수업방식, 즉 학교 교실에서 실제 교과서에 기반하여 가르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더욱 가까이 와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어려웠던 과제였다.
준비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만드는 레슨플랜이 대회에서“시연”
되리라는 것을 인지하면

서도, 실제로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와 학습성취도는 어떨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
였다. 또한 서로의 교육적 가치관을 공유한 결과,“영어는 재밌게 배울 수 있다. 따라서 재미있
게 배워야 한다.”
라는 교육 방향을 토대로 레슨플랜 만들기를 시작하였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어 수업은“재미”
가 있어야 하기에,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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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해당 단원의 주제는“Street foods in New York”
로, 다양한 세계퓨전 음식을 소개해주
는 내용이었다. 단원의 마무리로 자신만의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활동
이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다소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
신의 경험과 연결 지을 수 있는“편의점”
이라는 주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파는 다양한 세계
음식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언어사용을 유도하는 활동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활동
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연관성이 있는 교복, 치킨 등의 사진 자료를 넣어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였고, 팀원들과 같이 직접 편의점에 가서 다양한 재료를 들고 사진을 찍은
뒤 수업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최대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수업자료의 활용을 통해“재
미”
와“언어습득”
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매일 밤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공유하며 수월하

게 진행이 되는 듯하였다. 하지만 각자 낸 좋은 아이디어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우리의 수업
은 작은 아이디어들의 집합체가 되었고 수업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피드백을 주신 교수님들의
시각에서“아이디어는 참신하지만 활동 간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다”
라는 평가를 받았다. 교수님
께서 주신 피드백들을 기반으로 활동 간의 연계성을 보완하고, 학생들이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단답형보다는 열린 질문을 하였으며 또렷한 language focus를 만드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였다. 교수님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피드백 덕분에 감사하게도 더욱 완성도 있는 레슨플랜
을 만들 수 있었다.
그 누구 한 명도 소홀해지지 않고 열심히 임하였던 프로젝트였던 만큼, 나는 발표자로서

팀원들의 노력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또 연습하였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과정
에서 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대회는 잘 마무리되었고 준비했던 부분을 학생들과 소통하며 잘 보여줄 수 있었던 시연이었던
것 같아 다행이었다. 실제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했던 대회가 끝나니
마음이 편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잘했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하지만 이
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끄는 수업을 하는 데에는 선생님의 많은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한 번 더 체감할 수 있었고 팀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 서로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며 한 번 더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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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영어교육 해외 인턴십 및 연수ㅣ

My Practicum Story in Fairfax County
대학생활, 바쁘게 4년이 금방 흘러가죠. 외국에 갈 수 있는 기회도 7+1이나
교환학생 등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택지 중 제가 Fairfax를 간 이유는
아래의 4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교육과 16학번 최민주라고 합니다. 페어펙

최민주

스 현장 실습 프로그램은 한국외대 영어교육과와 연계되어 있

ㅣ영어교육과 16학번ㅣ

는 Hayfield Secondary School에 Student teacher로 파견되
어 미국 공립학교의 교육현장을 직접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입니
다! 저는 직접 경험한 바를 위주로 생생하게 글을 써보려고 합

니다. 그래서 학우분들도 제 글을 읽고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어떤 점들을 얻을 수 있는지 잘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저 뿐이라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뉴욕 여행을 하

고 페어펙스로 넘어갔는데요! 2017년 12월 24일 먼저 뉴욕에 도착해서 2주 동안 뉴욕 여행을
한 다음 2018년 1월6일에 버스를 타고 내려가 Hayfield Secondary School의 교장선생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중,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인 만큼 학교가 정말 컸고 둘러보는 데 50분이 걸렸습니

다. 인상 깊었던 점은 기본 과목들은 물론 헤어 디자인, 자동차 정비 등의 실습 과목도 충분히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 실제 미용 도구들과 자동차 정비대도 학교에 도입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
입니다. 내가 미국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면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모
든 곳을 눈 여겨 보았습니다.
2주는 중학교, 2주는 고등학교에 머물면서 ESOL(English Speakers of Other
Languages)반의 멘토 선생님과 함께 아래 세 단계를 거치며 현장 실습을 하였습니다.

Observation phase : 첫 며칠 동안은 멘토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것을 봅니다! 제
중학교 멘토 선생님께서는 과학, 미국 역사, 기초영어를 ESOL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분이셨어
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첫 며칠 동안은 아이들에게 수학, 기초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지켜봤
습니다.
Co-teaching phase : 어느정도 수업의 흐름도 파악이 되고 적응이 되었을 때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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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멘토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미국 역사 수업의‘Warm up’
을 맡기셨어요. 아이들에게 5분
동안 스크린에 띄워진 문제를 풀 시간을 준 다음 아이들과 함께 답을 체크해보는 간단한 활동이
었어요. 기초영어 시간에도 몇 가지 활동은 아예 제가 진행하도록 하셔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기
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Whole teaching phase : 2주의 끝엔 한국 문화에 대한 제‘whole teaching’수업
을 진행했습니다. 한 교시가 80분이라 저는 1시간 20분동안 한국의 문화(한국의 학교, 케이팝),
역사(Why is Korea separated into South and North?), 한국어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 학생
들의 반응은 정말 좋았습니다!

중학교
중학교
ESOL
중학교 ESOL
ESOL

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도 참관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고등학교 미국 역사 반과 일본어

반에 가보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일본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일본어를 배우는 모습,
동아시아 스타일대로‘차렷, 선생님께 경례’
를 시작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모습 또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미국에 이민 와 살았던 한국인 유니스(Unice)라는 미술 선생님 수업
도 자주 보러 가곤 했습니다. 다른 미국 선생님들은 인자하시고 학생들이 제멋대로하는 모습 보
여도 내버려두는데, 유니스는 한국 스타일대로 엄격할 땐 엄격하고 아이들과 잘 지낼 때는 또
잘 지내셔서 아이들이 사랑하는 선생님이셨어요. 이 모습에서 또 하나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헤이필드 가시면 이 선생님께서 정말 잘 해주실 거예요. 제 미국 생활의 행복의 반은 이 선생님
덕분이었어요.)
홈스테이 가족 또한 잊을 수가 없어요. 초5 딸, 중1 아들, 교장선생님, 아내 분과 그리고

듬직한 개(Tocker)가 사는 집에 4주 동안 지냈습니다. 주말에는 저 혼자‘Washington D.C’여
행을 하기도 했고 홈스테이 가족이랑‘Baltimore’
에 아쿠아리움을 가기도 했어요! 미국을 가면
보통 교환학생이나 여행으로 가서 기숙사나 호텔에 머무는데, 미국 가정집에서 가족의 일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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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4주를 산다는 경험이 어디에서나 흔히 할 수 있는 경험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가정의 문화, 음식, 생활 등을 경험해보는 것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대학생활, 바쁘게 4년이 금방 흘러가죠. 외국에 갈 수 있는 기회도 7+1이나 교환학생

등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택지 중 제가 Fairfax를 간 이유는 아래의 4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1. 미국 국공립 학교의 교육현장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2. 홈스테이를 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에 흡수 되어 보고 싶었다.
3.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었다.
4. 나중에 영어 선생님이 돼서
다른 나라 문화도 가르쳐주고
싶었다.
3개는 다 실현했고 (4번은 아직
선생님이 안돼서…) 저는 대체
적으로 프로그램이 만족스럽네
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좋
은 경험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
고등학교
일본어
수업
모습
고등학교 일본어
일본어 수업
수업 모습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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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ㅣ교환학생ㅣ

언제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
핀란드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핀란드는 교사에게 많은 부분에서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 같은 과목의 수업
이라도 선생님마다 수업 방식이 달라요. 교육에 대한 관점도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 점을 직접 보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핀란드로 교환학생을 지
원한 첫 번째 이유였어요.

정현진
ㅣ영어교육과 16학번ㅣ

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16학번 정현진입니다. 2018년도 1학기

인, 지난학기 핀란드 탐페레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마친
후 교환학생을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 을
씁니다. 핀란드를 선택한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요. 첫 번째는 일단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학교수업을 들

으면서 다양한 교육방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때 직접 다양한 수업방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보니 교육봉사나 다른 수업을 하면서 내 수업에 새로운 교육방식을 적용하
는 점이 쉽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핀란드는 교사에게 많은 부분에서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 같은
과목의 수업이라도 선생님마다 수업 방식이 달라요. 교육에 대한 관점도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 점을 직접 보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핀란드로 교환학생을 지원한 첫 번째 이유였어요.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쉬고 싶다는 점이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멈춰서 나
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쁘게 달리다가 문득 조용한 곳에서 나를 위한 시
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핀란드의 경우는 그런 장소로 제격이죠. 아무래도 우리나
라랑 비슷한 크기인데 인구가 서울의 절반이니 어디에 가더라도 너무 편안하고 조용해요. 집 앞
이 바로 숲이랑 호수고 딱 힐링하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핀란드에서의 수업은 생각 보다 바쁘진 않았어요. 수업시간보다도 과제하는 시간이 훨

씬 많긴 했는데 교환학생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 많이 개설되어있다는 점도 좋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 핀란드의 수업은 확실히 학생중심의 수업이에요. 인상깊었던 수업이 하나 있는데 핀란
드 학교를 직접 관찰하고 보고서를 쓰는 수업이었어요. 20개의 교실 정도를 참관했던 것 같은데
수업에 따라 교실 분위기도 매우 다르고 이상적이라고만 생각했던 핀란드 교육의 장단점이나
우리나라 교육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핀란드 학교에서 제가 우리나라는 소개하는 수업을 했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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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요. Erasmus in school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핀란드에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
에게 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수업을 했어요. 저를 처음 본 순간 분명 학생들은 낯설고 생소 했
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에 대한 소개와 한국어로 인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저도 학생들
에게 핀란드어로 인사를 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웠어요. 그렇게 친밀감을 형성하고 수업을 시작
하니 분위기도 밝고 학생들도 수업에 집중하게 됐죠. 특히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업 중간 중간에 학생들에게 자기가 겪은 일
은 묻는 수업 관련 질문을 통해 참여를 유도했고 수업의 반은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통해서 학
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했어요. 아이들도 너무 귀엽고 수업에도 잘 참여해
주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핀란드에 있었던 시간은 유일하게 되돌아가고 싶은 시간이에요. 항상 좋았지만 어느

순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꿈만 같은 시간이라고 어느 곳에 있었
을 때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함께 있었던 친구들 때문이겠죠.
기숙사에서 매일 보고 집 앞에 스케이트 타러 놀러가고 새벽에도 오로라 보겠다고 추운데 같이
나가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핀란드 생활이 꿈만 같았던 거겠죠?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때
의 그 느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조금 아쉽기도 해요.
교환학생을 가려고 하는 목적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영어 실력 향상을 주목적으

로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회화 실력을 하루 종일 영어를 쓰다 보니 많이 늘긴 하는 것 같
아요. 유럽이나 영미권 중에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갔을 때의 장점은
여행을 다니기가 편해요. 저도 학기 중에는 북유럽 국가들을 다녀오고 방학에는 영국, 독일과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비용이 적게 드는 건 아니지만 쓰기 나름이라서 잘
계산해서 쓰면 유럽 쪽에서 가고 싶은 나라는 대부분 다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핀란드
나 북유럽 국가의 경우는 학생복지도 좋고 학생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하루도 심
심할 일 없이 놀러 다닐
수 있고 친구들과 친해지
기도 좋은 것 같아요. 저
에게 있어서 핀란드를 교
류 국가로 선택한 건 한
번도 후회 한적 없고 앞
으로도 후회 할 일 없을
것 같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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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7+1 파견학생ㅣ

영국 University of Leicester
7+1 파견학생 학기를 돌아보며
가장 인상깊으면서 동시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시간은 Phonology 강
의인데, 그 수업은 거의 매 시간 교수님이 각자 자신의 모국어의 음운 체계
에 대해 다른 학생들에게 짧게 설명하며 영어와 비교해보도록 하셨습니다.

김경원
ㅣ영어교육과 16학번ㅣ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교육과 16학번 김경원입니다. 저는 2018

학년도 1학기에 7+1 파견학생으로 영국 Leicester에 있는
University of Leicester (이하‘레스터 대학’
)을 다녀왔고, 제
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었던 한 학기동안의 이야기들이 해외대
학으로의 교환학생 혹은 파견학생 지원을 고민하고 계시는 학

우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파견학생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영어 공부나 문화 경험보다 그 때의 저에게 큰 터

닝포인트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학년 때까지 통학을 하며 부모님 곁을 오랫동안 떠나 살
아본 적이 없었고, 2학년 때 한 학기 기숙사에 사는 동안 항상 부모님이 해주시던 것들을 하나하
나 스스 로 해내게 되면서 좀 더 부모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더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해볼 수 있
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때부터 오랜 로망이었던 7+1 파견
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파견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많은 나라들 중 영국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한국에서는 연습할 기회가 적은 회화 실력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
이며 또한 평소 영화, 드라마를 통해 자주 접하고 관심이 많았던 영국의 문화를 한 학기의 삶을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레스터 대학이 위치한 Leicester는 런던에서 북쪽으로 기차를 타고 한 시간 정도가 걸

리는 곳에 위치한 작은 도시이지만 영국 내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학우분들께는 2015-16 EPL 우승팀인 레스터시티 FC의 연고지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소도시이고 이주민이 많은 Leicester의 지역
적 특성 덕에 학교에서 만났던 친구들이나 지역 주민들도 런던을 비롯한 다른 유럽 대도시에 비
해 조금 더 상냥하고 정이 많아 그곳 친구들과도 큰 어려움 없이 빠르게 친해지고 달라진 생활
에도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친하게 지냈던 한 영국 친구는“my first Korean friends”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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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저와, 같이 지내던 다른 한국인 학생들을 굉장히 잘 챙겨주고 가까이 지냈었고, 똑같이 미국
에서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다른 영국인 친구는 국제학생으로서 저희가 무엇을 필요
로 할지,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지를 잘 알고 있어 언어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저희 한국 학생들을 세심히 배려해주곤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난 덕에,
맨체스터 근교가 고향인 친구의 안내로 맨체스터와 리버풀로 여행을 가 리버풀의 펍에서 챔피
언스 리그 결승전을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수강했던 수업들이 국제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 열리는 강의들이었기 때문에

유럽 각국과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 온 교환, 파견학생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더욱 많았습니다.
일반 강의를 들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것들과 만나지 못했을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으니까요.
수업을 함께 듣는 학생들 중에선 스페인 학생들이 그 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각각 프랑
스와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비슷하게 많았습니다. 그 밖에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네요. 이처럼 한 수업만 해도 최소 서너 개의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모이
다 보니 교수님들도 이 점을 고려하시고 각 나라의 문화를 비교해보거나 자기 나라의 문화에 대
해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자주 주셨습니다. 가장 인상깊으면서 동시에 저를 가장 힘들
게 했던 시간은‘Phonology’강의인데 그 수업은 거의 매 시간 교수님이 각자 자신의 모국어의
음운 체계에 대해 다른 학생들에게 짧게 설명하며 영어와 비교해보도록 하셨습니다. 한국어 음
운론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수준의 지식도 흐릿한 상태여서 매 수업시간마다 몰래 검색하고 그
것을 또 영어로 옮겨 설명하는 것이 재미있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
이 납니다. 그 수업에서는 제가 유일한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저 대신 설명할 다른 한국인이 없
었습니다. 그 외에도‘English for Art & Film Criticism’수업에서는 각자 자기 나라의 유명
한 현대미술 작품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영문학 수업 때는 그 날 배우게 되는 문
학작품과 자기 나라의 문학작품과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지 각자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등 한
국의 문화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점도 레스터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며 가장
좋았던 점 중 하나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아직 저학년인 영국인 친구들보다는 유럽에

서 온 다른 파견학생 친구들과 졸업 후에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일찌감치부터 고민하고 결정하고 때로는 그 때
문에 힘들어하는 한국의 대학생들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
가 친하게 지냈던 스페인 친구들은 대개 졸업까지 한 학기가 남아있었고 프랑스인 친구들은 레
스터에서의 학기가 마지막이어서 함께 모이면 졸업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곤 했습니다. 그 때 제가 부러웠던 점은 한국 대학생들처럼 조급해하지 않고 보다 다
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한다는 점과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지 않고 다른 경험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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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에서도 한국에서 온 학생들끼리 모이면 돌아가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가 자주 나오다 보니 우울해지곤 했는데 그와는 상이한 분위기로 대
화를 하곤 했었죠. 덕분에 영국에서 저도 (물론 외국인 친구들보다는 조급한 마음이었겠지만)
비교적 여유를 갖고 좀 더 제 진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4월 한 달은 부활절 방학이었기 때문에 보통 국제학생들은 이 시기에 여행을 다니거나

유럽인 학생들의 경우 집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함께 약 한 달 간 이탈리아, 프랑스,
스 페인, 포르투갈을 여행했습니다. 한국과는 상이한 영국의 학제와 긴 부활절 방학때문에 실질
적인 학기는 짧은 편이었지만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다른 것들을 더욱 많이 배울 수 있는
다시없을 경험이었습니다. 이 여행 동안에도 저는 끊임없이 제 진로나 그 동안 내렸던 많은 결
정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었고, 여행을 계획하는 처음부터 그 과정과 마지막까
지가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제게는 단순한 여행 그 이상
의 의미였습니다. 파견학생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고민을 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에 있었던 5~6개월 간 영어 실력이 아주 조금도 향상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지

만 그렇다고 회화나 글쓰기에 있어서 드라마틱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오시기에는 한 학기는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처음 레스터에 도착했을 때는 사투리를 쓰는 현지 친구들 혹은
모국어의 악센트가 섞인 영어를 구사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친구들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고 저 또한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 전에 주춤하는 순간이
많았지만 친구들과의 교류가 많아지면 듣기, 말하기 실력이 나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러나 절대적으로 원어민처럼 유창해진다거나 원래의 내 수준보다 월등히 발전하기는 어렵습니
다. 그러나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한 학기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스스로 책
임지고 해결하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책임감뿐만 아니라 낮았던 자존감도 찾을 수 있었고 이
전에는 정의할 수 없었던 제 삶의 많은 요소들에 대해서 제 나름의 정의를 세우고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본인의 삶에 큰
터닝포인트가 필요하
거나 스스로의 삶을 찾
고 싶으시다면 파견학
생 혹은 교환학생 지원
을 꼭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
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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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교수 동정

이길영 교수

이길영 교수

2018-1학기부터 1년간 연구년 중이다. 2018년 여름,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의 인근에 위치한 케냐와 탄자니아의 국경도시 나망가에서
마사이족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였다. 또한 남부 마카오에
서 있었던 제16회 Asia TEFL 국제학회에 참여하여 발표하였다. 지난
10월 3일엔‘황영조 사랑 나눔 희망 마라톤대회’
에 참여하여 10km
부문 완주하였다. 지금까지 42.195km 풀코스 완주 한 차례를 비롯하
여, 하프와 10km 모두 다섯 차례 완주하였다.

이충현 교수
한국연구재단(NRF),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등의 국

이충현 교수

가기관의 영어교육 및 멀티미디어 영어교육 관련 콘텐츠 및 프로젝트
심사 및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1월 3일 본교 브릭스 문
화관에서 개최된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학술대회의 특별 세션
에서‘연구 주제 탐구, 방법 설계 및 경험 공유’
의 제목으로 연구 멘토
링을 주관하였다. 연구 활동으로는 ALAK, KAMALL, KATE, 등의
국내외 국제학술대회 및 학술지에 멀티미디어 영어교육 논문을 발표
하였다.

김해동 교수

김해동 교수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이며, 한국영어교육학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국내 한국영어교육학회, 한국응용언어학회, 한
국외국어교육학회, 현대영어교육학회와 해외 ASIA TEFL, MELTA
와 JACET에서 학술발표를 하였다.‘교육문화연구’학술지에 논문발
표를 하였으며‘다락원’중학교 영어교과서와‘4차산업혁명과 영어교
육’저서에 공동저자로 참여하였다.

이 윤 교수
현재 교육대학원 어린이영어교육전공 주임교수 한국외국어교
육학회 자문위원, 그리고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
이다. 지난 6월 30일 및 11월 22일 초등영어교육학회워크숍 영상영어
교육학회에서 등에서‘Literacy, struggling reader, 초등영어만의
문제인가?’
의 제목으로 기조연설 및 특강을 하였다.
이 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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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우 교수

임현우 교수

현재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주임교수이며 한국영어교육학
회 재무이사로 활동 중이다. 주 연구 영역은 제2언어 글쓰기, 영어 교
수법, 그리고 비원어민 영어교사 정체성 계발 관련 주제를 포함한다.
더 나은 영어 글쓰기 및 제반 영어 교수 방법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하
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
변인 및 과제 변인이 제2언어글쓰기 과정 및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
색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윤현숙 교수
2018년 1학기부터 영어교육과 학과장을 맡고 있다. 한국응용
언어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며, 관심분야인 코퍼스를 이용한 영어교육,
제2언어 작문 및 어휘에 관한 지도 및 습득에 관하여 연구하고 논문도
발표하였다.
윤현숙 교수

이준규 교수
테솔교육원 원장, 테솔대학원 주임교수, 한국외대 외국어교육
연구소 학술지 편집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제2 언어습득에 관한
연구를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이준규 교수

차경애 명예교수님

Andrew Prosser 초빙 교수님

Yvette Murdoch 초빙 교수님

조소은 겸임 교수님

이윤주 겸임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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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동문 동정

1⃞ 10학번 강다흔 동문(캐임브리지 출판사)

5⃞ 05학번 이상영 동문(금호리조트)

6⃞

2⃞ 83학번 최은경 동문(월곡고 교사)
7⃞ 78학번 이성하 동문(한국외대 영어대 교수)

8⃞ 08학번 김도은 동문

3⃞ 81학번 오창엽 동문(인창고 교사)

9⃞ 11학번 나인영 동문(숭곡중 교사)

[10] 08학번 변지혜 동문(서울대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4⃞ 82학번 홍현주 동문(전 쑥쑥닷컴 영어교육연구소

재학 중)

장)

[11] 10학번 이인영 동문

[12] 05학번 남수호 동문(대전외국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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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재학생 동정

해외파견 소식
년도

학기

교류종류

학과

학번

성명

국가

교류대학

교류대학(영문명)

2018

1학기

교환학생

영어교육과

2015

김의연

핀란드

탐페레 대학교

University of Tampere

2018

2학기

교환학생

영어교육과

2016

정현진

핀란드

탐페레 대학교

University of Tampere

2018

2학기

7+1 파견학생 영어교육과

2016

김경원

영국

레스터 대학교

University of Leicester

2018

2학기

2017

이예랑

캐나다

맥이완 대학교

MacEwan University

교환학생

영어교육과

현장실습 파견소식
년도

학기

프로그램

학과

학번

성명

세부사항

2018

여름

국내 현장실습

영어교육과

2012

임태원

해외문화홍보원 외신지원센터

수상소식
● 전국대학생 영어토론대회와 아시아영어토론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HYDS KIDA NATIONAL CHAMPIONSHIP (전국대학생 영어토론대회)
- Rookie Grand Finalist 이주형 (17학번)
ADI (Asian Debate Institute) Champion
- KIDA OPEN Pre-Semi Finalist 윤석진 (17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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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스토리 속 영어회화 책, (외국어 부문)
베스트셀러작가가 되기까지
“아무도 그러라고 한 적 없는데 괜히 혼자 그랬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괜히 혼자 그랬다. 우리과 정서라는 게 그랬다. 누군가가 임용시험을 두 해 동
안 떨어졌으면 그것에 대해 함부로 묻기 어렵고 괜히 잘 지내냐는, 요새 뭐하
냐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감정을 느낄 거란 게 무척이나 싫었다. 서서히 멀어져 갔다, 내가
그들로부터. 그래 봤자 시험인데, 그게 뭐라고 스스로 가여운 척하고 이제 강
다흔한텐 연락하기 힘들어,라는 뉘앙스를 풍겨댔다. 오랜 시간 열심히 나에 대
강다흔
해 곱씹어 보았다.‘그래 교사가 안되어도 괜찮아. 진심으로 넌 그걸 지금 원하
지 않아. 지난 25년간 원했다고 해서 26년째 해에도 원해야 하는 건 아냐.’
ㅣ영어교육과 10학번ㅣ
나를 찾아준 사람은 오로지 세상에 나 뿐이었다. 돌연 아이슬란드로 떠났다.
아이슬란드에서 멋지게 해내고 싶었다. 오로라 보는 것. 오로라 보면서 추위에
덜덜 떨며 왜 왔냐고, 따뜻한 집 두고 웬 침낭 속 취침이냐고, 투덜대며 나지막
이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소원을 간절하게 빌어보는 것. 이 선택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얼마나 내가 나를 사랑해야
했는지 모른다. 여기서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데, 지난 시간 쏟아 부은 노력이 뭐가 아깝느냐는 걸 받아들일
용기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모른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고‘나는 여행하며 영어한다 (키출판사)’
라는 책을 출간한 10학번 강다흔입니다. 제 책은 사실 모교에 많이 알려진 것 같아서 티쳐샤워에

쓰기가 망설여졌지만 위에 썼듯 임용시험을 접은 이후의 삶, 혹은 도피 여행 이후의 삶을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훌쩍 아이슬란드로 떠나 한밤중 어렵게 만난 오로라 앞에서 저는 현실에
가려졌던 진짜 꿈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로라는 금방 사라지므로 나타났을 때 빨리 소원을 빌어
야 하니 가장 원하는 꿈 하나만 떠올랐습니다.‘책을 놓지 말고 쓰자.’그래서 귀국 후 취업 준비
를 하면서 책 출간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책 쓰기 준비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7+1파견학생을 갔고 영국, 유럽 등 세계 50도시를

여행하며 전세계 5분의 1의 나라들의 친구를 잔뜩 사귀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바라는 바는 세
계 평화가 되었고‘가슴은 한국에, 눈은 세계로’라는 모토를 마음속에 키웠습니다. 언젠가 우리
나라에 이 좋은 것들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외국인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 제 여행 이야기 속에
서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나눈 대화, 보
고 듣고 느낀 것들을 간단히 적고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책, 신문, 인터넷 자료 등을 6
년 동안 모아 정리를 했고 알바, 과외, 공모전 상금으로 방학 때마다 여행을 떠나 이야깃거리를
잔뜩 들고 왔습니다. 각종 책 홍보 방법도 함께 고민하며 출간 기획안을 만들어 오랜 시간 출판
투고를 한 끝에 외국어 서적, 학습 서적으로 유명한 좋은 출판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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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작업 그 사이 저는 시험에 떨어지고 아이슬란드를 갔다 온 후 반년 넘게 웬만한

직업을 모두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끝에 영국계회사가 저와 잘 맞는 다는
것, 그리고 영어교육 관련 경험을 살려 옥스포드대학출판부에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
서 책을 따로 쓰는 건 응급실에 두 번쯤 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출간 계약 후 4개월 간 6시 퇴
근 후 새벽 3~4시까지 원고 작업을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약 100명의 친구들
과 있었던 우리 이야기, 제 청춘 인생을 건 꿈의 책이었기에 단 한 부분도 대충 할 순 없었습니
다. 책의 구성은 영국캠브리지 대학의 테솔인 CELTA에서 배워온 ESA[Engage(대화문과 여행
이야기)-Study(패턴학습)-Activate(패턴활용)]의 교수법을 따라 짰습니다. 책은 영어회화 패턴
100개를 여행 이야기 100개와 매칭하여 문맥(스토리) 속에서 패턴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렇
게 매 스토리의 제목, 사진, 패턴 설명, 패턴 연습문장, 여행영어x4, 어휘란, 미국식 mp3, 영국
식 mp3, 스토리 분위기에 맞는 피아노 자작곡 녹음까지 모두 각각 100개를 완성했습니다.
출간 이후 출간 이후 한 6개월까지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책 옆에‘베스트셀

러’
라는 딱지가 붙는 신기한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일상은 여전했고 저는 가끔
회사에 휴가를 내고 공공기관, 학교, 도서관, 각종 워크샵 등으로 강연, 인터뷰를 다니는 정도의
일만 추가되었습니다. 인세 일부는 기부를 하고 주말에는 책으로 수업을 하는 팟캐스트를 하고
영국문화원, 여행사 같은 여러 기관에서 연재나 홍보 이벤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지는 아직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저 어떤 꿈이 제 마음에 떠오른 이유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기에 떠올랐다고 믿습니다. 가만히 들여다 보면 현재 몇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
는데 모두 어느 정도 이 책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은 세상이 끝난 줄
알고 남들만 보면서 부러워했던 날들도 있었지만 자신이 하는 일 중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말
이 생각납니다. 영어교육과에 왔으니 이걸 해야만 해, 라
는 생각보다 영어교육과는 이미 왔으니 더 많은 것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 저것 해보고 떨어질 것을 두려워
말길 바랍니다. 떨어지는 건 그곳이 나랑 안 맞아서 안 된
것이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
지 못한 재료는 잠시 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만으로
맛있게 요리 해보기로 마음먹고 여행자들이 마음도 통하
고 말도 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세상에 없는 저만의
책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 책은 이제 저에게‘어디로든 갈
수 있다’
는 자신감을 내준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
줄 용기는 수많은 떨어짐 끝에서 만든 것에서 나오고 그
런 시도를 하기엔 대학생이 최고의 적기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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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반가운 모교에서의 직장생활
현재 모교 대학원 교학처에서 재직 중이며, 일반대학원 학사 업무를 담당하
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지 어언 3년 만에 돌아와서 반가우면서도 학생
으로 다니던 학교를 직원으로서 다니다 보니 느낌이 색다르기도 하고 또 가
끔은 추억에 젖기도 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교육과 10학번 이인영입니다. 현재 모교

이인영

대학원 교학처에서 재직 중이며, 일반대학원 학사 업무를 담당

ㅣ영어교육과 10학번ㅣ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지 어언 3년 만에 돌아와서 반가
우면서도 학생으로 다니던 학교를 직원으로서 다니다 보니 느
낌이 색다르기도 하고 또 가끔은 추억에 젖기도 하며 일하고 있

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니 교수님들도 자주 뵙게 되고, 그 덕분에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받아 동
문동정에 글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학과 발전에 언제나 애쓰는 학과장님과 교
수님들 그리고 후배 조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 번 전달드립니다.
신입생 시절에 학과장실에서 Teacher Shower를 가져와 재미있게 읽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제가 졸업생이 되어 글을 쓴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

을 때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후배님들께 도움이 될까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교직원으로서 제가 맡고 있는 업무와 해당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
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일단 저는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글로

벌한 한국외대답게 현재 대학원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입학하고 있으며 향후 더
증가할 추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학생들이 입학해서 국내 생활에 잘 정착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요 공지사항을 안내하고 각종 문의가 오면 응대합니다. 외국인이다보니 학사 관련
문의 외에도 비자 문의, 아르바이트 활동 관련 문의도 많이 하기에 덕분에 일하면서 다양한 분
야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학생일 때 교학처 직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학
생들이 오면 학교 생활, 나아가 졸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학사 규정을 살피고 응
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학처에 방문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기분이 드는 것도
알기에 늘 친절하게 도와주려 더욱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하며 느낀 점은 교직원은 교
수님과 학생들이 교수-학습,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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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띄지는 않지만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쓴다는 점에서 늘 보람을 느끼고 있습
니다.
어릴 때는‘영어교육과에 왔으니 영어선생님이 되어야지’
라고 막연한 꿈을 가지고 학교
를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상황적으로 인구 감소가 가시화됨에 따라 임용고시 선발 인원도 감

축되고 있기에 교사가 되고자 하는 진지한 사명감을 지니지 않고 막연한 진로로 정하기에는 점
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내가 정말 교사가 진지하게 되고 싶은 것인가 의문도 가지며 고학번이
되어서야 다른 진로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영어교육이 나와 맞는 길인가 고
민하면서도 사범대학에 진학했으니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후배님들도 많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하지만 영어교육이라는 전공을 잘 활용하면 교사 외에도 사회에서 이들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직업군이 많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학업 생활을 영위하고, 틈틈이 즐겁게
놀면서도 진지하게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만일 교사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주
저하지 말고 시야를 넓혀 다른 분야로의 도전도 해볼 것을 추천 드립니다. 조급하게 느껴져도
대학생인 지금 아직 여러분들은 어리고 많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어느새 한 해가
바쁘게 지나가고 있는 겨울로 넘어가는 가을, 영어교육과 선후배님들 모두 모교를 발판 삼아 원
하시는 일을 다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며, 학교에서 혹시 뵙게 되거든 제가 미처 못 알아보더라
도 주저하지 말고 반갑게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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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사 심화연수를 다녀오며
6개월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았지만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하는 초보 교사에게
여러 가지 교육적인 아이디어를 주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
난 3년간 적응하느라 살짝 잊고 살았던 꿈과 열정이 많았던 20대 초반의
나를 또 떠올리게 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구덕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4년차 교사,

김유진

영어교육과 10학번 김유진입니다. 올해 1학기, 6개월간‘영어교

ㅣ영어교육과 10학번ㅣ

사 심화연수’
에 다녀오게 되어 선배님, 후배님들과 이 이야기
를 나눠볼까 합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국내 3개월, 국외 3
개월로 구성된 영어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랍니다. 지

금 생각해보면 정신 없었던 첫 해, 고3 담임을 맡아 울고 웃으며 보냈던 두번째 해, 어느 정도 익
숙해진 세번째 해를 지나며 안주하지 말라고, 너는 아직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학교 상황이 좋지 않거나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등 상황이 여의
치 않아 이 연수에 참가하지 못한 선생님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발되는 과정은 또

어떻고요. 부산 중, 고등 영어 교사들 중 단 2명을 선발하는데, 매년 경쟁이 엄청납니다. 면접날
은 정말 멘탈 붕괴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틀 밤을 꼴딱 새‘수능 영어의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영
어 교사 연수 방안’
에 대한 논문 분석을 하고 영어 면접 준비를 해 갔더니, 실제 면접 질문은‘수
업 중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더 간단한 것 같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영어로 5
분간 대답하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말로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겨우 경력 4
년의 제가 뽑혀 이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운명의 도움이 약간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3월 한 달 간은 청주 교원대학교에서 하루 여덟 시간동안 수업을 들었습니다. 와, 어떻

게 에누리가 단 1분도 없었을까요? 한국 교육부에서 미국 교육부를 통해 선생님들을 파견하는
것이니 충분히 준비 시켜서 부끄럽지 않게 보내고 싶었겠지요. 스토리 활용 교육, 영어 작문,
영어 듣기, 영어 말하기 수업을 오전 1-4교시 동안 듣고 점심을 먹은 후 5-8교시에는 각자 학
교에서 찍어온 수업 영상 분석과 마이크로티칭 분석이 릴레이로 이어졌습니다. 수업을 디자인
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교사인 나’
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고 부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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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습니다. 옛날 학교 다니면서 했던 수많은 마이크로
티칭 수업들을 떠올리며 레슨 플랜을 짜던 매일 밤…
이문동이 그립던 나날이었습니다. 대학생으로 짜던
수업과 교사로 짜는 수업의 무게가 다르게 다가왔습
니다. 그런데 몇 번 대차게 까이고 나니 면역이 생겼
달까요. 내 부족한 부분을 지적 받는 것이 제가‘성
장’
하는 길이라는 바람직한 기분이 들었고 전국 각
지의 영어 선생님들의 현장에서 온 수업 아이디어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구덕
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착하고 예쁘고 열심히 했
는지 깨닫게 되었고 아이들이 보고 싶어졌답니다. 학
생들을 그리워하는 내 자신을 발견한 순간 또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나, 정말 교사가 되긴 된 건가봐!’
교원대 생활을 끝낸 뒤 3개월간 미국 조지아 주 공립 학교들에 파견되어 수업을 참관하
고 직접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조지아 주는 미국 남동쪽에 있는 주로 날씨가 정말 좋았습

니다. 저는 Settles Bridge Elementary 라는 초등학교에 배정받았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적어
도 저의 멘토 선생님이셨던 Mrs. Bean의 영어 수업에서는 글쓰기가 정말 큰 비중을 차지했습
니다. 여기서는 소설을 하나 쓰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하고, 주어진 과제를 다 하고 나면 혼자
쓰고 싶은 글을 쓰는 Free Writing Time을 포함한 에세이 쓰기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글을
쓰는 것, 글로써 나를 표현하고 정제된 생각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느껴지는 커리큘럼
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점점 이 세상이 글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으로 바뀌고 있잖아
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트위터도 전부 문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을 통해서 생
각을 정리하고, 글쓰기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정서적인 성장까지 계획하는 점이 미국 초
등학교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영어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배운 내용
을 정리하는 글쓰기를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글 쓰는 것을 즐기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
고 싶어합니다. 이 부분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사회에서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겠구나!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것
보다 자신의 의견을 세계 공용어로 조리 있게 표현하는 훈련이 더 중요하겠구나. 정답을 가르치
는 것이 아닌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과정을 가르쳐야 하구나.
물론, 미국에 가기 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 의심이 드는 때도 있었습니다.‘미국은 우리

처럼 중간, 기말고사 같은 게 없고 수능 제도도 아니잖아? 우리 교육 제도에서는 어차피 배운걸
사용하지 못 할 거야.’라는 생각을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웬걸, 우리나라 평가 제도가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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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적어도 조지아 주에서는 미국 학생들이 수업시간
에 해서 내는 모든 학습지가 평가의 대상이고, 읽기 능력과 이해도로 평가받습니다. 심지어 초
등학교 3학년때부터 우리나라 학업성취도평가 같은 시험인 Milestone 시험을 매년 치릅니다.
Milestone은 2주간 진행되고 시험 본 날도 나머지 시간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험의 성적은 3학년부터 12학년(우리나라 고3)까지 누적되어 대학 입시 성적과 학교 예산
지원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미국 학교에서도 우리와 같이 교사와 학생들이 평가에 대해 걱정하
고 스트레스 받는게 신기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나 싶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기는 대
학 갈 때 공부 이외의 악기나 운동 성적도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스포츠에 대한 압박도 심해서
아이들이 세 살쯤 되면 스포츠 종목을 하나 선택하게 해서 12학년이 될 때까지 10년 넘게 연습
시킨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때 대회에서 상을 타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다. 공부만 하는것도
힘든데 시간을 쪼개서 스포츠까지 잘 해야 된다니! 어릴 때 스포츠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고등학
교쯤 가서 새로 시작하려면 따라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10년간 연습해온 아이들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거의 프로에 가깝습니다. 학교와 평가, 그리고 입시에 관한 문제는 아마도 전 세계
가 함께 고민해서 풀어나가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학생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분위기의 미국

라는 분위기가 훨
학교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 학교에서는‘교사의 말이 곧 법이다’
씬 더 강했습니다. 우리 나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의 경계를 분
명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본 인성 교육은 학교가 아니라 부모님의 몫이라는 것입니
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와 규칙을 지키는 법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교육해서
준비시킨 다음 학교에 보내야 하고 학교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개개인이 가정 교육이 잘 되어있는 상태에서 학교에 온다고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지시대로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해 내고 창의적이고 적극적
인 태도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학교에서의 학생의 역할입니다. 한국의 교육 과정에 대해 이
야기를 나누다가 요즘‘인성 교육, 안전 교육’
이 화두라고 이야기를 하니 다들 깜짝 놀라십니다.
문화적인 차이겠죠?
저도 학교에서 참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

지 않는 주말에는 뉴올리언즈, 마이애미와 같은 근처 도시에 여행도 가고 카드에 한도 초과가
날때까지 쇼핑도 했답니다. 재밌었던 점은, 뉴올리언즈에 갈 거라고 하니 주변 미국사람들이
“와, 뉴올리언즈는 여기 근처 가까운 도시인데, 정말 재미있는 곳이야! 잘 놀다 와!”
라고 했는데
차타고 9시간이 걸렸습니다. 근처라며…?
6개월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았지만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하는 초보 교사에게 여러 가지
교육적인 아이디어를 주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적응하느라 살짝 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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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았던 꿈과 열정이 많았던 20대 초반의 나를 또 떠올리게 되었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
도 모르는 채 그저 열심히 했던 대학교 생활, 학생 때 배웠던 이론이 그대로 먹히지 않음에 좌절
하며 몸으로 부딪혀 가며 깨달았던 교직 경험 3년, 그리고 나의 노력과 배움이 무용한 것이 아니
었음을 교사의 배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연수의 경험까지 스티
브 잡스가 말한‘Connecting the dots’
가 이런 느낌일까요?
아직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 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항상‘다른’
것을 갈망하고 고민하고
배워야 한다는 점 하나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피카소는“Good artists copy, great artists

steal.”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이 말이 좌우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넓어진 세
계관을 바탕으로 지난 6개월간 배운 내용을 발전시켜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눈으로 본
것을 대충 따라하는 것이 아닌,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한 후 제가 본 멋진 수업들을 훔치는 수준
으로 실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더 큰 배움을 위한 기회를 찾아 가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 교사에 대한 꿈이 확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 대외활동도

많이 하고 휴학도 하며 나름의 반항기를 보냈습니다. 그 때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지 못
했던 이유 중 하나는 겉에서 보기에 교사라는 직업이 따분해 보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
사의 안정적인 면이 특히 강조되는 이 사회에서 왠지 교사가 되면 거기서 도전과 확장의 기회가
없어져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교직에 와 보니 제 생각은 전혀 사실이 아
니었습니다. 수백명의 아이들이 매일매일 만들어내는 사건사고가 다르고 한 명의 학생에게 제
가 그리고 저에게 한 명의 학생이 끼치는 영향과 상호작용들이 눈부시게 다채롭습니다. 어느 날
은 학생을 보며‘내가 너의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다음 날 지친
채로 수업에 들어가 에너지와 기를 듬뿍 받고 웃으며 교실을 나오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이
학생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그간 내 인생의 모든 선택들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글
에서 소개한 심화 연수를 비롯해 너무나도 많은 도전의 기회가‘교사이기 때문에’주어졌습니
다.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어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못한 후배님들께 생각하
시는 것 보다 교직은 훨씬 더 다이나믹
하다는 점을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후배님들! 곧 교단에서 함께 도
전하고, 고민하고, 성장해 나갈 동료 교사
로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지, 어떤 수업을 해야
할지 실험하고 있는 초보 교사입니다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
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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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에서 외고로, 꿈의 교직생활을 펴다.
많은 훌륭하신 현직교사 동문들 틈에서 저에게도 이렇게 글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까닭은 아마도 제가 교사가 된 배경과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특수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일외국어고등학교에서 2년째 근무중인 11학번

이탁균

이탁균입니다. 지면으로나마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많은

ㅣ영어교육과 11학번ㅣ

훌륭하신 현직교사 동문들 틈에서 저에게도 이렇게 글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까닭은 아마도 제가 교사가 된 배경과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특수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저는 4학년 때 임용고시에 지원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교원 위탁채용에 동시
지원 하였습니다. 본래 사립학교는 교원을 채용할 때 원서접수부터 최종선발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각 학교마다 전형은 다르지만 대부분 <서류전형 - 1차 전공 및 교직 필
기시험 - 2차 수업시연 및 면접 - 3차 이사진 면접> 등의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 때 일부 사
립학교는 1차 필기시험을 자체시험이 아닌 교육청에 위탁하여 임용고시 성적으로 대체하고, 2
차부터 자체적으로 선발합니다.
지금이야 몇 해가 거듭되어 들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당시만 해도 생소한 제도였습니

다. 그래도 저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 생각되어 지원하였고, 당시 임용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립학교에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던 터라 사립학교에 대한 별다른 거부감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임용고시 성적으로 대일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업시연의 기회를 얻었고, 2차부터
자체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일외국어고등학교는 한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고등학교일 겁니다. 이 글을 읽

고 계신 분 중에 이 학교를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일외고는 국내 최다인 7개의 전공어 학
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년당 25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10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
고의 특성상 전공어와 영어 시수가 다른 교과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으며 원어민 선생님을 포함
한 언어 선생님들이 매우 많습니다.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선별되어 학업의지가 충만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학업수준도
뛰어난 특목고이기 때문에 교사가 준비하고 전달하는 만큼 아이들이 흡수한다는 점, 수업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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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에서는 크게 간섭할 부분이 없다는 점, 아이들이 교사를 매우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점
등이 매력적입니다. 물론 이런 아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른 학교보다 훨씬 수준 높은
수업을 준비해야 하고, 아이들이 평가와 성적에 민감한 만큼 그에 따른 부담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러한 고민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수업준비보다 생활

지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교과내용보다 인성교육이 급선무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생활지
도보다는 수업을 통한 아이들과의 호흡을 더욱 중요시하기에 이런 면에서는 지금 있는 학교가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학교에서 근무하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현재 꿈꾸고 있는 교사의 모습을
실현할 수도, 전혀 다른 환경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

떤 상황에서든 교사라는 직업만의 매력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기본적인 마음가짐만 갖춘
다면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 졌습니다. 한창 임용고시
준비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계신 재학생 분들은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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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에서 참 스승으로
교육학회를 하는 동안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교육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매주
함께 보내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 소모임 중 하나

구지완

인“교육학회”소모임장을 맡고 있는 영어교육과 17학번 구지완

ㅣ영어교육과 17학번ㅣ

입니다! 저희 교육학회에서는 매주 한 번씩 한 자리에 모여 교

육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심도 있
는 이야기도 나누며 예비교사에서 참 스승으로 성장하고 있습
니다!
제가 교육학회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신입생이었을 때의 오리엔테이션에

서 전 교육학회 소모임 장이셨던 영어교육과 16학번 김민정 선배님 덕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에서 저는 교육학회에 꼭 들어가서 예비교사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차근차근 갖춰 나가고 싶었
습니다. 그래서 교육학회에서 활동을 하며 다양한 교육 시사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다
양한 계기를 가지게 되었고, 소모임 부원들 각자의 교육 신념 또는 교육관을 듣고 저도 저만의
교육적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서로 예비교사로서 응원을
해주는 돈독한 사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교육학회 소모임원으로, 올해에는 소모임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학

회에서는 주제를 매번 돌아가면서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기사 또는 영상을 단체 채팅 방에 공
유하고, 모임에 오기 전 공유된 자료들을 살펴보고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
의 생각도 들어보는 시간을 주로 가집니다. 매번 교육학회 활동을 하면서 저는 교육에 대해 새
로운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고 예비교사로서 한 층 더 성장하는 기회를 갖는 것 같아
매우 기쁘고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사로서 많이 부딪힐 문제인‘학교 폭력’
,‘교권 추락’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실제 교사가 되어 마주칠 문제들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예비교사에서 참 스승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저희가 교사로서 갖춰야 할 덕목들을 하나씩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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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회를 하는 동안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교육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매주 함께 보내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학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교육이 점점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
는 학우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 나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학생들과 많은 추억들을 만들며 활
기차고 희망찬 교육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교사로서 학생들
과 함께 성장해 나갈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매우 설레고, 하루 빨리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

다는 생각이 듭니다. 훗날 교사가 되어 대학생활을 추억한다면 교육학회에서의 활동이 가장 먼
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교육학회는 지금도 저와 소모임 부원들을 예비교사에서 참 스승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내린 꿈 같은 시간,
2018 열린학교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한국외대 사범대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바로 열린학교인데 저는 이번 2018 열린학교장이 되어 프로그램 주체 및
교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17학번 박진원입니다. 매년 여름방학이

박진원
ㅣ영어교육과 17학번ㅣ

되면 한국외대 사범대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바
로 열린학교인데, 저는 이번 2018 열린학교장이 되어 프로그램
주체 및 교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열린학교는 사범대 학우
분들께서 2주동안 직접 선생님이 되어 외대 근처 중학교 학생

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열린 학교에서는 교재와 커리큘럼을 직접 준
비하여 자신만의 수업을 만들게 됩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열린학교 교사로 지원해주신 학
우 분들과 3주에 걸쳐 기획 및 준비를 했습니다. 매주 1회 회의를 진행하며 크게 일정 계획, 수
업 계획, 홍보 방안, 필요한 물품 및 강의실 확보 등의 채비를 마쳤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함께 준비한 덕분에 큰 시행착오 없이 학생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열린학교도 다채로운 수업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화 토론 수업을 진행했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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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 분들은 미드 영어, 프랑스어, 문학, 기타, K-pop 댄스 수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수
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었는데, 방학동안 학생들이 평소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거나, 딱딱하게 배웠을 것들을 친근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8월 10일 열린
학교 입학식을 하며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학생들이 다들 착하게 입학식 진행을 따라주었고 본
인의 신청과목에 대해 여러 질문들도 하며 참여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튿날부터 있
을 수업을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차이, 용서, 행복, 폭력이라는 주
제로 7편의 영화와 토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제 나름에서는 쉽게 단정하기 힘든 주제들을 학
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좋은 영화를 선별했다고 생각했지만,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걱
정했는데 첫 수업부터 그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첫 수업은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이라는 프랑스 애니메이션 영화로 진행했는데, 학생들이
귀여운 캐릭터들과 동화적인 전개에 즐거워했습니다. 단순히 영화 재밌게 본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타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큰 주제 하에 여러 의견을 표하는 모습을 보고 참 고마
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간의 수업에서 지루한 영화들도 있었는데 그런 날은 지루해하면서도
영화를 다 보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말해주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
다. 열린학교장으로서 다른 수업들 진행상황을 점검할 때도 학생들이 모두 수업에 문제를 일으
키지 않고 소극적이더라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 더욱 열린학교에 애착을 가
지게 되었습니다. 열린학교에 참여하고서 교사의 능력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이 그저 좋은 학생이 적고 많고의 행운에 달린 문제인지 하는 고민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업 외적으로도 여러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열린학교라는 공간에서 처음 만나 시
간이 지나며 친해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던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위
해 인문관 학식당을 향하며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하며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학교라는 공간 자
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고서 진로에 관한 생각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지도 고

민이 되었고 교사라는 직업을 제가 평생 공부하고 싶은 학문에 겸사겸사 끼우는 일로 치부한
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018 열린학교를 통해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학교, 사교육계와
다른 새로운 배움의 장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
할지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할지, 전형적인 교육 현장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더 깊이 따져보아야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열린학교 프로그램은 저처럼 교육에 대한 고민으로
흔들리는 학우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라는 점입니다. 열린학교를 적극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40ㅣ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 News Letterㅣ

ㅣ재학생 HUFSEEans 목소리ㅣ새내기 글

영어교육과 새내기로서의 삶을 돌아보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고등학교 생활 3년 동
안 영어교육과에 진학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대학과
과에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18학번 1학년 1학기 과대표 이수연입니다.

이수연

영교 새내기들의 첫 대표로서 그리고 한 명의 새내기로서 보낸

ㅣ영어교육과 18학번ㅣ

저의 한 학기를 돌아보면 다양한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그 중
가장 첫번째는 감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영교 새내기들, 그리고

정든내기들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앞으로도 절대 잊을 수 없을 과대표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학

생들처럼 처음 대학에 왔기 때문에 모든 게 낯설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제가 대표로서 잘 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동기들이 저를 믿어줘서 과대표를 하게 되었
고 누구보다도 잘 해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에 서툴렀습니
다. 하지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비교적 일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개
강파티, 종강파티와 같은 작은 행사부터 동기엠티, 신신대면식 등 큰 행사까지 부과대와 함께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예산부터 프로그램을 짜는 것까지 행사 기획은 쉽지 않았지만 영
교 새내기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즐겨줘서 뿌듯했고 고마웠습니다. 저의
임기가 끝날 때 비록 부족했던 대표였지만 늘 격려해주고 최고라고 말해준 영교 학우들이야말
로 최고입니다.
처음 한국외대에 와서 헷갈렸던 것들 중 하나가 중앙동아리, 패, 소모임을 구분하는 것이
었습니다. 고등학교에는 전교생이 함께 하는 동아리 활동만 있었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 저는 영어교육과 내에서 이루
어지는 두 소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첫번째로, 교육학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육학회에서는
교육관련 이슈들을 매주 선정하여 그 주제들에 대해 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를 들
어,‘1교실 2교사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또는‘교실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교사
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등의 주제를 다룹니다. 저는 교육학회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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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생각도 들어보며 교육자로서의 가치관을 함께 확립해 나가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참여한 소모임은 콜로키움입니다. 콜로키움에서는 1
학년 학생들의 전공필수 과목인‘영어학개론’
을 선배들이 튜터로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
다. 처음 대학에 와서 듣는 전공수업인만큼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는데, 튜터 분들이 한번씩
다시 설명해주시고 예상문제도 만들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영어교육과에는
영교문화, 슈팅스타, SCV, 복덕방과 같이 다양한 소모임이 있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새내기 생활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저는 제가 학교와 과를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어릴 때부터 영어교사가 되고 싶다는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
다. 저는 저의 꿈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는 사실이 벅차고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에 대한 기대감을 한가득 안고 한국외대 영어교육과에 진학했습니다. 막상 다녀 보니, 제가 원
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외에도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글로벌한 외대라는 호칭에 걸맞게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
람들과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즐겁고 유익합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던 다양한 외국어들을 학
습할 수 있는 기회도 다른 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또한, 사람을 좋아하는 저도 대학교에
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영어교육과 동기들과 선배들이 모두 좋은 사람들이어
서 과 내의 인간관계에 큰 걱정 없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교 사람들이 영교를
아끼고 사랑하니 저도 그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교육과 사랑합니다!

나의 선택, 그리고 후회 없는 생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공부에 집중하느라
대학교에 막 진학했을 때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습
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덕분에 빠르게 과 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으며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가진 동기들을 만나면서 무엇보다 행복하고 소속감 넘
치는 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교육과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있
는 다른 과와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
으로도 영어교육과 내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2학기 과대 18학번 김성지 입니다. 고등

김성지
ㅣ영어교육과 18학번ㅣ

학교를 졸업한 게 하루 이틀 전 같은데 어느새 가을이 오고 이
제는 외대에 등교하는 것이 익숙한 2학기가 되었습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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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터에 참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난 후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 한국외국어대
학에서의 반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숨가쁘게 1학기를 보냈지만 돌아보니 모든 게 꿈만 같았
고 이 글을 통해 알찼던 저의 반 학기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저는 한국
외국어대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원어민과 소통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것 자체에 희열을 느꼈기에 언어의 소중함과 매력을 알고 있었고 이를 잘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은 한국외국어대학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어를 너무 좋아하기도 했지만 영어를 가
르치고 공유하는 것을 좋아했던 제게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 합격 소식은 타 대학을 제
치고 한국외국어대학교라는 망설임 없는 선택을 하게했습니다. 제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
는 것을 반 학기 동안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경험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증명할 수 있었습니
다.
우선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들어와서 영어교육과 내부의 활동에 고루 참여하고 싶었던 저

이라는 전공 필수 과목을 선배님들의
는‘콜로키움’
이라는 소모임에 들어갔습니다.‘영어학개론’
도움을 받는 스터디인 콜로키움은 제게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학교에 나와야 하는 스터디였음 에도 불구하고 학구열 넘치는 동기들과 매 수업마다 최선을 다
해 가르쳐주신 선배님 덕분에 하루도 빠짐 없이 스터디에 참여하여 학기말 영어학개론 과목에
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스터디를 하면서 영어교육과 학생으로서 어떤 자
세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배님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진정한 영어교사는 어떤 사람인
지에 대한 이미지도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콜로키움은 저로 하여금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영어학개론이라는 과목에 애착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
스터디라는 점에서 매우 인상 깊은 활동이 되었습니다.
또 영어교육과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열심히 뛰는 영교의 심장, 집행부 활동에도 참여했습
니다. 과대가 되면서 영어교육과의 집행부원으로의 활동은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집행부

에서의 한 학기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하면서 집행부 동기들 그리고 선배들과의
유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영어교육과를 위해 일을 한다는 마음
으로 매주 회의를 통해 영교내의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진 것과 과비 사용이나 과
운영과 관련해 문제제기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통해 영어
교육과가 올바른 길로 항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획국원으로서 정기총회부터 총엠
티 게임 기획, 축제 부스 운영이라는 다양한 영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며 모든
일들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좋은 경험이자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교육과 내에서 한 활동 이외에도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입학한 저의 호기심을 해소

라는 과목을
해 준 교양수업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쉬운 교양 강의는 아니었지만‘언어학의 이해’
통해 전 세계의 모든 언어들의 체계와 역사를 두루 배우면서 아직 접하지 못한 언어에 관심을

ㅣEnglish Teacher Shower 2018ㅣ43

ㅣ재학생 HUFSEEans 목소리ㅣ대외활동

가지고 영어 외에 또 다른 언어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언어학의 이해뿐만
아니라 교양 외국어 수업을 통해서도 외대에서 배우고자 했던 언어적인 분야에 대한 갈증을 해
결할 수 있었다는 점이 외대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게 했습니다.
영어교육과에 있는 동기들 그리고 선배님들은 저에게 항상 동기부여를 해주는 존재들입
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공부에 집중하느라 대학교에 막 진

학했을 때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막연
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새내기
들에게 밥약을 흔쾌히 걸어주시던 선배
님들 덕분에 빠르게 과 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으며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가진 동기들을 만나면서 무엇보다 행복
하고 소속감 넘치는 과 생활을 할 수 있
었습니다. 영어교육과는 외국어대학교
에서 있는 다른 과와 견줄 수 없는 최고
의 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어교육과 내에서 더 많은 것
을 배우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
습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된 번역활동
외국 거주 경험이 없다 보니 직역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
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럽게 번역하고 싶어서 유튜브 동영상을 찾
아보면서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의성어, 의태어를 번역하는 것도
하나의 골칫거리였는데, 이는 Google의 Onomatopoeia Dictionary를
참고하여서 번역하였습니다.‘기회는 가만히 있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지 않
는다’
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우리 학과 동기만 해도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영상 번역을 해’
라고 말하며 거절할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너무나 부족함에도 도전하였고 그 일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김가영
ㅣ영어교육과 18학번ㅣ

어떻게 영상 콘텐츠 번역을 하게 되었나요? 친언니가‘알파카 스

튜디오’
라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웹드라마와 웹 예능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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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곳에서 기획 및 홍보팀에 있습니다. 영어자막을 담
당할 사람을 찾던 중, 제가 고3 때 한국 동화책을 영어
로 번역해서 난민 아동들에게 보내는 활동을 했던 것을
알고 있던 언니가 한국어 자막을 영어로 번역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동안 <인생?N회차>라
는 웹 예능의 번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생 N회차>는 어떤 영상인가요?‘인생은 선

택의 연속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많은 선택의 갈림
길에 선 상황에서, 20대 대학생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영상입니다. 대학,
취업, 결혼을 맞이하는 20대의 자세나 조별과제 극혐
유형, 관심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 등의 주제를 다
루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재미있게 나누
는 모습을 보며 격하게 공감하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할 때는 저와 다른 남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번역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외국 거주 경험이 없다 보니 직역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럽게 번역하고 싶어서 유튜브 동영상을 찾
아보면서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의성어, 의태
어를 번역하는 것도 하나의 골칫거리였는데, 이는
Google의 Onomatopoeia Dictionary를 참고하여서 번
역하였습니다. 좋은 점이라면, 이 활동을 통해 새삼 제
영어 실력이 참 많이 부족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서, 짬짬이 영어로 된 드라마나 쇼 등을 보며
실생활 표현들을 익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최근에‘기회는 가만히 있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언니에게 부탁받았을 때‘우리 학과 동기만 해도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영상 번역을 해’
라고 말하며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비록 너무나 부족함에도 도전하였고, 그 일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꼭 영어
통, 번역 쪽의 진로를 가지고 싶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번역 활동은 영어를 전공하는 우리 과 사
람들에게 유익한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부족한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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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간의 특별한 경험, 삼성 드림클래스
많은 학우 분들께서 대외활동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수많은 대외활
동 중 최고의 대외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삼성드림클래스 여름캠프’
에대
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정다은

정다은입니다. 많은 학우 분들께서 대외활동에 관심이 많으실

ㅣ영어교육과 17학번ㅣ

텐데, 저는 수많은 대외활동 중 최고의 대외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삼성드림클래스 여름캠프’
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삼성드림클래스는 무엇을 하는 활동인가요? 드림클래스는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

는 중학생들에게 방학 중 주요 교과목(영어·수학)에 대한 학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활동입니
다. 드림클래스 활동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읍·면·도서 지역 소재의 중학교에 다니거나 국가
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군부사관, 소방관, 유공자 자녀로 지방에 거주하여 사교육 혜택을 받
지 못하는 중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수업은 방학 중 지역별 주요 대학교에서 3주간 합
숙 캠프로 진행합니다. 드림클래스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 현상을 완화시켜 학업 성취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Fair Start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
임직원, 대학생 강사들이 유기적으로 활동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구조적 소외 지역의 중
학생에게 3주간 학습은 물론 대학교 동아리, 문화 체험, 진로박람회 등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제공하여 학업성취도 향상의 기쁨 외에도 다양한 문화적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
램입니다.
★삼성드림클래스 강사의 선발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드림클래스에 참여하는 대학생

강사는 수업강사와 진행강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수업강사는 캠프 3주 동안 평균 10명
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을 운영하며 그 반의 학생들에게 자신이 맡은 과목을 가르치게 됩니다.
선발 과정은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에는 6, 9월 모의고사나 수능 성적 중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을 해야 하며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볼 대학생들을 선발합니다. 2단계는 면접으로 면접은 주로 자기소개서를 기반
으로 진행되며 2분간의 시범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행강사는 삼성 임직원분들과 함께 캠
프의 전반적인 생활을 이끌어가는 스태프의 역할을 합니다. 진행강사의 선발과정 역시 2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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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는 수업강사와 똑같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역시 마찬
가지로 10분 동안의‘면접’
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수업강사와 다르게 시범강의를 하지 않
고 오로지 면접으로만 10분을 보내게 됩니다. 수업강사는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진행강사는 캠프를 진행하는 주요 지역 6개 대학의 학생만이 지원 가
능합니다.
★삼성드림클래스를 하면 좋은 점 삼성드림클래스는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대표적으로 3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①드림클
래스는 실제 교육현장을 미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범대학에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 전공
시간에 배운 이론이나 개념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학과 커
리큘럼 상, 본인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경우는‘교육 봉
사’
나 4주 간의‘교육 실습’밖에
없습니다. 교육 봉사나 교육 실습
만으로도 교육현장을 체험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만 삼성 드림클래스는 교육봉사,
교육실습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 봉사의 경우
에는 봉사 시간에 너무 급급한 나
머지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목표
로 하기 보다는 그저‘시간만 때
우자.’
라는 태도를 가질 수 가 있
고, 교육실습 또한 하루 온 종일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감을 하
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림클래스
는 실제로 시판되는 교재를 가지
고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만의 커리큘럼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며, 하루 24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며, 학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생 상담 등을 통해 정신적
교감 또한 가능합니다. ②대학생 강사에게는 경제적 혜택 또한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대학생
들이 드림클래스 활동을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드림클래스 활동을 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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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나면 강사로 근무했던 대학생들에게는‘등록금 경감’
의 목적으로 장학금 250만원이 지
급됩니다. 물론 드림클래스 활동 자체는 250만원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드림클래스
활동을 통해 얻는 소중한 인연은 그 어떤 액수의 돈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250만원은 누군가에겐 드림클래스를 마치고 난 후 가장 큰 보람
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③또래 대학 강사들과 캠프 이후에도 소중한 인연
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림클래스에서 가장 큰 수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같
은 조를 담당했던 또래 대학 강사들과의 인연입니다. 드림클래스는 영어 수업 강사 2명, 수학
수업 강사 1명이 1개의 반을 이루게 되고, 이러한 반이 3개가 모여 한 조를 구성합니다. 같은
조에 배정된 강사들과는 3주간의 다양한 행사와 활동들에 대해 같이 회의하고 활동을 진행하
고, 서로의 고민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 주는 등 캠프 활동에 있어 서로에게
소중한 조력자이자 동료가 되어줍니다. 서로 다른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만나 같이 캠프 기간
을 보내며 친해지고, 캠프가 끝난 이후에도 단체 톡방 등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지내기
도 하고, 생일도 챙겨주고, 따로 날짜를 정해서 약속을 정해서 노는 등 여전히 캠프에서 만난
사람들과 인연을 유지하며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말 사실 저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큰 학생도 아니었고 평소에도 다 큰

초등학교·중학교 아이들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처음에 드림클래스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
을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또한, 아직 2학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내가 배운 지식들을 아이들
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캠프 생활을 해
본 결과, 이런 걱정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맡은‘내’아이들이라는 생각에 저절
로 반 학생들에게 정이 가고 아이들 역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겪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조의 다른 대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림클래스를 통해 얻었고 어쩌면 그냥 시시하게 보냈을 수 있는 제 여름방학을‘드림클래스’
라는 특별한 경험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방학 중 가장 보람차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
가 아니면 해볼 수 없는 특별한 경험, 드림클래스! 다른 학우 분들도 다음 기회에 꼭 해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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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what you’
re passionate for
저는 매일 저의 꿈 스케치북에 마음껏 저의 꿈과 계획을 그리고 있습니다.
외교관, 국제 법학자, 대학교수, 영어교사, 학교를 짓는 교육 사업가 등 다양
한 꿈이 제 스케치북에 그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진로를 구체화해가면서 더
욱 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외대에서 훌륭한 교수님들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음을
축복으로 여기고 남은 2년 간의 대학생활을 이어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2학년에 재학중인 이주형입니다. 저의 지

이주형

난 2년간의 학교 생활, 대외활동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에 대해

ㅣ영어교육과 17학번ㅣ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1학년 1학기부터 한국외대 중앙영
어토론동아리 HDS (HUFS DEBATE SOCIETY)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부원이 되어 매 학기 대학생영어토론대회에

참가했으며 현재 2학기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영어 토론을 하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저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
박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을 통하여 한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고, 논리적으로 저의 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어교육과의 학생으로서 초등학생
들에게 영어토론을 가르치는 교육 봉사를 하고 오산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직접 한국어토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기회도 생겨서 올해 1년동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다양
한 교육방법과 활동들을 적용해보면서 교사의 자질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YTN-HUFS 청소년 영어
토론대회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영어교육과 원경연 선배와 함께 Deputy Tournament

Director를 맡으면서 초등학생 참가자가 400명이 넘는 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익
히게 되었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회장과 대회 운영진
으로 일하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는 리더의 자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HDS는
저에게 다양한 대외활동에 참가하도록 발판을 마련해주었고, 앞으로의 진로와 방향을 설정하
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두번째로 제가 참여한 대외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1학년때부터 국

제기구와 국제포럼에 관심이 많았고 ASEAN (아세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EU(유럽연합)
에서 주최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2018년 2월에 ASEAN-Korea Frontier Forum이
라는 행사가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치안보위원회에서 브루나이 (Brunei) 대표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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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동남아시아 각 국에서 온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과 북핵문제에 대해 모의 정상회
의를 진행했습니다. 위 행사를 참가하면서 아세안과 북핵문제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실제
외교무대에서 한국대표가 되어 한국의 입장을 발언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8년 6월부터는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공공외교 부서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어 모의
유럽연합이사회라는 행사를 기획하고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서 아세안 행사에 참여

하였던 때와는 달리 사무국원이 되어 행사를 실제로 디자인하고 준비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의
국제회의를 진행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유럽연합이라는 공동
체에서 각 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의견 충돌이 빈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의 경
우 현재에도 계속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 초에 한국외대에서 진행될 Model European
Council 행사를 위해 매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2학년이 되는 올해부터 LD학부 (Language & Diplomacy) 이중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하여 외교와 국제관계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마음

이 들었기에 LD학부 이중 전공을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매 학기와 방학마다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아리와 대외활동까지 하면서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항상 바쁘고 열심
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의 말을 하기도 하고, 저의 건강에 대해 걱정의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한 순간, 저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고민해
보기도 하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되돌아보니 제가 가능하면 쉬지 않고 열심
히 하는 이유는‘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
들을 만나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열
심히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면 좋을지 제가 진정으로 가슴 뛰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저의 꿈 스케치북에 마음껏 저의 꿈과 계획을 그리고 있습니다. 외교관, 국

제 법학자, 대학교수, 영어교사, 학교를 짓는 교육 사업가 등 다양한 꿈이 제 스케치북에 그려
져 있습니다. 앞으로 진로를 구체화해가면서 더욱 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많이 배
우고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외대에서 훌륭한 교수님들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음을 축복으로 여기고 남은 2년 간의 대학생활을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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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대학생활의 절반,
CIEE 연세대학교 인턴활동가
무엇보다도 CIEE는 제게 영어를 통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싶다는 희
망을 주었습니다. 또한 타 문화를 이해하는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고, 새
로운 도전이라는 자신감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앞
으로도 더 큰 도전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누군가 제게 대학생활 중 가장 의미 있던 순간을 묻는다면 저는 망

황영해

설임 없이 CIEE 인턴활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통

ㅣ영어교육과 17학번ㅣ

해 작년 8월부터 제가 인턴으로 활동해 온 국제교육기관 CIEE
에 대한 소개 및 이로 인해 제 인생에서 어떤 변환 점이 생겼는
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CIEE소개 및 지원동기 CIEE(Council on International Educational Exchange)

는 1947년 미국에서 창립된 국제교육 비영리 기관입니다. 교환프로그램 및 미국내 인턴십 중
재, Teach English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CIEE 서울사무소는 연세대학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이 기관에서 서울 연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미국인 학생들을
위한 행정, 복지, 문화활동을 지원해왔으며 교류 지원의 일환으로‘서울메이트’
로써 무급 인
턴활동가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는 평소 대외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외국인 학생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갖고 싶었습니다. 스펙업, 아웃캠퍼스 사이트를 통해 CIEE 인턴모집글을 보게 되었고
제가 평소 추구하던 활동과 부합하였기에 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턴활동에서 나의 역할 CIEE 인턴활동가 서울메이트는 크게 2가지 활동을 맡게 됩

니다. 직접 학생들을 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행하는‘monthly activity’
와 미국
인 교환학생들의 문화 및 언어멘토가 되어주는‘small group activity’
입니다. 이 외에도 연
세대학교 캠퍼스 투어, 공항픽업 및 기숙사 체크인,‘Bank OT ’
와 같은 복지활동을 돕습니다.
공식적인 활동 외에도 개인적으로 교환학생 친구들과 친한‘buddy’
로 지내며 잊지 못할 추억
을 쌓는 등 소중한 기회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 인턴기간은 1년(봄/여름/가을학기)
이지만 저는 CIEE와의 인연을 좀 더 이어가고 싶어 이번 학기에도 활동을 연장하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변환 점 80명의 외국인 앞에서 제 소개를 하던 작년 8월 그 순간의 떨림

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해외거주 경험 하나 없고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본 적 없는 제가 영어로
소개를 할 때 모든 미국인 친구들이 보여 준 환한 미소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식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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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이외에도 연고전, 인디밴드 공연, 서울세계불꽃축제 관람 등 이곳저곳을 함께 돌아다니고
서로의 취미, 관심사를 공유하며 저는 국경을 넘어서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소통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미 돌아간 친구들과도 여전히 SNS로 근황을 공유하며 그 인연의 끈
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첫 인턴 미팅이 있었을 때, 4학년 언니, 오빠들 사이 저는 스무
살 가장 막내였습니다. 활동을 함께 하며 타 학교 한국인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함께 프
로그램을 기획하며 추진하고 학생들 간 불화를 중재하며 저는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언
니, 오빠들 덕분에 인생에 있어 여러 교훈 또한 배울 수 있었고 때문에 현재 21살의 나이에 최
장기 근무 인턴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CIEE는 제게 영어를 통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싶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또한, 타 문화를 이해하는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고 새로운 도전이라는 자신감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앞으
로도 더 큰 도전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내 한계를 키워 나가는 곳, AIESEC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없지만, 모두가 기회는 가져야한다’
는 이곳에서 깊게
깨우치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가치입니다. 경험을 통해, 살아가고자 하는
가치를 스스로 체득하게 하는 AIESEC이라는 플랫폼은 제게, ‘where
allows freedom to fail and give confidence to learn’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교육과 16학번 천지영입니다. 저는 현재 휴

천지영

학을 하며 하고 싶은 것들을‘실컷’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ㅣ영어교육과 16학번ㅣ

따라서, 외대 영어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대외활동에 대해 학우
님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AIESEC이란? AIESEC(아이섹)은 세계 최대 학생자치

단체로,‘Peace and fulfillment of humankind potential’
을 위해‘cross-cultural exchange’및 또는 그런 활동을 기획 관리하면서 오는 도전적이고
실용적 경험들을 통해, 청년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리더십을 계발 및 발전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6개국, 70,000명의 친구들과 매년 약 13,000여 개의‘Global
Volunteering,’
‘Global Talent,’
‘Global entrepreneur’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하고 있습
니다. 2016년에는‘United Nation’
과 파트너십을 맺어‘YOUTH FOR GLOBAL GOAL’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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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주제로 평화를 위해 더 구체적이고 영향력 있는 기회들을 창출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62년부터 AIESEC과 함께 활동해오고 있으며, 내년에 60주년을 맞
이하게 된답니다.
나에게 AIESEC이란? AIESEC South Korea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를 포함한

19개 지부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지부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위원회에서 인
사, 성과 및 후계 관리를 책임지는 인재관리부서장의 역할입니다. 새내기 때, 동아리 박람회에
서‘UN’
과‘평화’
라는 글에 보고 이끌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것이 어느새 2017년에는 한
국외대지부장, 2018년에는 중앙위원회의 인재관리부서장으로 3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
섹 한국외대의 멤버로 시작하여 중앙위원회로 현재 3년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깨
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어하지만 이 부분이 제가 이 활동을 3년이나 어
쩌면 계속 하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마음껏 실패하고 실패한 만큼 배울 수 있다는
점,’그리고 그런 기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과 그 열정을 채우기 위한 노력과
능력으로 증명고자 한다면 인종, 성별, 국적에 관계없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누구나 리더가
될 수 없지만 모두가 기회는 가져야한다’
는 이곳에서 깊게 깨우치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가
치입니다. 경험을 통해, 살아가고자 하는 가치를 스스로 체득하게 하는 AIESEC이라는 플랫
폼은 제게‘where allows freedom to fail and give confidence to learn’
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22살의 생일을 저는 이집트에서 맞이했습니다. 카이로 거리

한 복판에서 울린 생일축하노래에 제 감상은‘아, 인생 너무 재밌다. 어떻게 내가 22살의 생일
을 이집트에서 맞이할 거라 생각했겠어, 앞으로 무슨 일이 나를 어떻게 더 기다리고 있을 지,
알지 못해 기대된다.’였습니다. AIESEC에서는 1년에 한 번, 전 세계 친구들이 모이는
International congress가 있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모여 더 나은 세계를 위해 고민하고
소통하며 그를 위한 로드맵과 5년 단위의 목표를 직접 세우는 활동을 합니다. 올해 IC
(International Congress)는 이집트였기 때문에 저는 올해 7월 한국의 대표 참가자로 참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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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9일 동안, DHL,
Electroux 등 AIESEC과 파
트너십을 유지하는 기업의 강
연, AIESEC International
team의 코칭 강연 등 수 많은
세션을 들었습니다. 물론 세션
도 너무 도움이 되었지만 그보
다 마음에 남는 것은 더 나은
세계를 위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목
소리를 내는 전 세계 친구들의
에너지와 그들에게 받은 영감
입니다.‘모두가 AIESEC을 하는 이유와 환경은 다르지만 더 나은 사회와 세계를 만들고 싶고
그를 위해 우리는 YOUTH로 할 일이 많다.’
그 영감 더불어 전 세계에서 나의 고민에 함께 고
민하고 공감해주는 친구들은 오늘도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IESEC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곳도 아니고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조직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뒤로 하고 떠나야할 단체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으면서 더 발전하고 싶어하고 더 배우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고자
하는 제 자신이 좋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적다 부족하다 불평하기보다는 싫은 것을 바꾸어 나
가기 위해 매일을 사는 지금의 천지영, 그리고 앞으로의 천지영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더 편한 삶을 위해 고민하는 오늘, 편한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모두가 먼저 고민하는 삶을 사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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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1학기, 교생실습이란…
“교사는 극한 직업이다!”이건 직접 경험하고 보고 배운 만큼 느끼는 것 같
은데요 꼭 추천 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교생이나 교과목 대표 수업 자 등을
자원해서 많이 배우시고 드러내시라고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섬기고
고생하실수록 배우는게 많고 기억에 남습니다.

“교생실습 때 한 것 만큼만 열심히 하려고 해도 훌륭한 교사가 된

서유진
ㅣ영어교육과 14학번ㅣ

다더라.”는 말이 학교 현장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교생실습”

을 생각하면 막상 4학년 1학기 4월 30일에 해당 학교에 오전
일찍 등교하여 시작하기 전까지는 단순히“막막하고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만 있었던 것 같아요. 4학년 학부

과정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현장을 체험하는 큰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다보니 약 4주 동안
의 교생실습 기간동안 많은 분들에게 배울 수 있고 도와주려고 하시고 너무나 좋은 교직과정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1. 가장 기본적인 교생실습 안내사항(특히 학교의 선정에 있어서) 및 준비사항은? 교생

실습은 4학년 1학기 때부터 실시하게 되지만(주로 봄학기에 나가고 가을학기가 받는 학교가 거
의 없음)학교 선정 및 교생실습 신청서는 학사종합지원센터에 그 한 학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
다. (학교 공지사항 참조) 학교 선정의 원칙은“해당 학교 학교장께서 승인하시는 학교 어디든
중·고등학교는 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교직부에 상의하면 좋습니다. (예:대안학교) 그
래서 주로 모교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여쭤 보시거나 꽤나 많이 외대에서 제공해주는 학교
목록(저희 외대 주변 경희중 등 학교에서 연계하여 신청해주는 것)을 참조해서 학사종합지원센
터에서 신청하는데 듣기로는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 선택지를 주는 학교에는 교육실습생이 너
무 많다고 합니다. 저는 모교가 수원외고여서 대학교와 거리가 있어 고민 중에 교수님들과 상의
를 하게 되었고 학교를 추천 받아 이화여자고등학교에 실습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육
실습 수업을 들으면 실제로 실습 나가기 전에 3월에 모여서 교육실습일지를 받고 파일 등도 받
게 되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자료들로 만드실 수 있으니 잘 간직 하셔서 포트폴리오로 만드
시고 열심히 기록하시고, 학교에서 주는 자료 모으시는 등 해서 사립지원이나 나중에 어떤 경로
로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 저의 교육실습 대상 학교와 매 주차별 활동 내용 시청역 부근 이화여자고등학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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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여자고등학교)에서 실습을 했고 아시다시피 교생실습은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어
교과 담당 선생님을 만나 뵙고 그 선생님이 맡으신 담임 반의 보조 담임 역할도 했습니다. 각 실
습 학교마다“학사일정”
이라는 것이 있으시죠? 우선 교육실습신청서를 내면서 각 학교에서 오
티 등도 실시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그때 학사일정같은 것을 알려 주실거고 그것에 따라
진행하는데 주로 꼭 하는 것은 수업 참관, 수업 준비 및 실연, 평가회, 담임업무 체험 등 이정도
입니다.
저는 4월 30일부터 5월 25일까지 4주동안 실습하였고 예배나 연극제를 포함한 많은
학교 행사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첫 주에는 중간고사 기간이라 시험 감독에 대한 부분을 배웠습
니다. 정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힘듭니다. 이것은 경험해보신 분들만 아실 거에요! 모쪼록 정/
부감독 해야 할 지침을 학교에서 나눠 주셨고 그걸 보면서 학교의 관료, 전문, 분업에 대해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인턴(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함), 그 다음에는 부감독 활동을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랑 하면서 여유롭게 시험기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부장선생님의 권고대로 수업 참관
일정을 짜고 담당 선생님과 만나면서 앞으로 3-4주차에는 어느 부분을 가르치게 될지 어떤 식
으로 하면 좋을지 구상하고 여쭤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부장 선생님은 교육 실습생들을 대
표로 관리해주시고 공지사항이나 대표 수업 일정을 조정해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고 제 교과목
담당 선생님이 제 담임반 선생님이시자 교과목(영어) 지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주부터는 학교에서 주신 선생님들의 전체 시간표를 보면서 내가 들어가고 싶
은 수업을 짜고 (이화 여고는 하루 4시간 이상 참관 필수였습니다.) 선생님들께 미리 들어가도
되는지 여쭤보고 수업을 참관하고 참관일지를 쓰고 했습니다. 다양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실제
로 들어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되는대로 많이 다양하게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과는 모든 선생님수업을 들어가보고 과목별로 모두
꼭 하나씩 들어보자 해서 승인해주시는 선생님들 수업은 다 들어가 본 듯 합니다. 이게 그 다음
3-4주차에 수업을 교육실습생이 직접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겁먹지 마세요. 마이크로티칭을
해봤으니까요!) 각 반의 분위기나 성향, 좋아하는 것을 파악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선
생님들께 배운 꿀 팁을 내 수업에 바로 적용해보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3-4주차에 접어들면서 각 할당 받은 수업을 계획 및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는 무려! 2
주치의 수업 모두를 할당 받아 약 18번의 수업을 했습니다. 요즘 학부학생들께서 영어 실력이나
교수법 등도 연습해보기도 하시고 해서 대부분 너무 잘 하십니다. 아이들도 열심히 준비한 샘
수업인데 잘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교과목 마다 고민거리는 다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수업을 실제로 영상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계속 평가하고 했던 게 좋았습니다. 당시엔 그냥 우선
해냈으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더더욱 내 부족함이 보여서 영상 찍길 너무 잘했다 싶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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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장 크게 배운 점 및 느낀 점“교사는 극한 직업이다!”이건 직접 경험하고 보고 배

운 만큼 느끼는 것 같은데 꼭 추천 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 교생이나 교과목 대표 수업 등을 자원
해서 많이 배우시고 드러내시라고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섬기고 고생하실수록 배우는게
많고 기억에 남습니다. 꼭 대표 교생이 아니시더라도 무엇보다 선생님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
시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습니다. 저의 배움은 말로 담기 어려운 경험적인 것이라 교사의 입장을
처음 이해하게 된 시간이 교육 실습이었고 여러분이 곧 경험하시게 될 것이란 말밖에는... 교육
실습 기간 동안 처음으로 고등학교 담임선생님(당시 매일 밤 10시 퇴근 하셨는데)께 감사하다고
장문의 카톡을 보낸 듯 합니다.
아! 그리고, 아이들은 교생에게 잘해줍니다. 정말 대부분 그렇습니다. 스승의 날에는
노래도 불러주고 케이크도 주고 마지막날에는 일일이 편지도 써줍니다. 조례 들어가야 하는데
시간 끈다고 총대 매고 나온 아이가“선생님…누구누구가 아파서 보건실에 있다는데요…”할 때
얼마나 순수하고 귀여워 보이는지. 그런데 오히려 그런 받는 것이 좋다기보다는 미안했습니다.
내가 전문성이 있어서 수업도 아이들에게 유익하게 잘 하고 단순히 성적이 아니라 교과목의 즐
거움이나 꿈 같은 것을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상담도 진짜 잘하고 싶은데… 진짜 교사
가 되어야 아이들에게 내가 떳떳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생실습을 4학년 1학기에 가는데 제가 더 준비 되어있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실제
로 학교에 가보고 요새 임용고시 공부를 해보니까 학부를 더 알차게 보낼 걸 더더욱 절감합니
다.‘PLLT’시간에 졸고 영어공부는 대학 입학 후 등한시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사는 끊임없이 배워야하는 존재라는 것, 어느 시점에서라도 안주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4. 후배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담당선생님, 부장선생님과 저는 거의 매일 만나서

말씀 나누고 어떤 결정이든 점검 받고 배운 것도 이야기하고 한 것이 아주 유익했습니다. 저는
수업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필수였습니다. 학교는 얼핏 경직된 것 같은 관료 구조
같지만 사람을 위하고 사람으로 가득 찬 곳이기에 의사소통이 성공의‘KEY’
입니다! 선생님들
은, 제가 만난 분들은 모두 도와주고자 하시는 분들이셨고 다소 근엄 해 보이시는 분들도 제가
먼저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부탁드리면 아무도 불친절하게 해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혼나는 일이 있더라도(저 같은 경우는 40장 복사해야 하는데 400장 눌러 놔
서…;; 원래 복사실 가서 해야 하는데 바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잘못을 시인하고 조심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직 학부생이 학교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입장인데 실수하고 배우면 얼마
나 감사합니까? 하하! 나중엔 그런 실수 안하게 될테니까요. 언제든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배우려고 하시면 참 좋습니다. 선생님들 대단한 분들이시니 많이 배울수록 나에게 이득입니다.
제가 실습했던 학교가 워낙 안내사항이나 규칙, 분위기 등이 좋았기에 몇가지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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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드리자면 지각과 결석 절대 없게끔 하고 늦어지는 경우 단톡 방에 바로 꼭 말씀 드리고 서
로서로 교육 실습생들끼리 잘 챙겨주었습니다. 쏟아지는 일정들과 정보를 꼭 기록하여 단톡 방
에 대표 교생이 공지사항 꼭 잘 하고 퇴근 전 짧게 회의시간 꼭 가지려고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인사를 서로 무조건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인사의 중요성을 배운 것 같습니다. 사소하지만 지
켜달라고 부탁하시는 것들만 지키면서 교생실습해도 성공입니다! 학교 선정 잘 하시고 부딪히
시고 얻어내실 것 미리 응원합니다! 혹시나 어떤 질문이라도 있으시면 students4world@g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참... 교생 실습용 준비물 : USB(학교는 보안 때문에 대부분 자료 전송이 이메일로 어
렵고 USB로…), 본인 수업 준비를 위한 노트북, 교육실습일지, 등등…

예비교사로서 뜻 깊었던 교육실습
교생실습 4주간은 저에게 행복한 시간인 동시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시간
이었습니다. 순수하고 해맑은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고 열정 넘치는 선생님
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서 정말 행복했지만 학교 현장을 제대로 느끼기에
는 4주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너무 짧아서 학교의 좋은 점들만 보고 가는
건 아닌지 학교가 느끼고 있는 아픔을 제대로 느끼고 가지 못하는 것 같아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만큼 교생 실습이 저에게는 매우 뜻
깊었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를 꿈꾸고 있
는 저에게는 교사의 꿈을 확신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홍종현
ㅣ영어교육과 13학번ㅣ

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학우 여러분들! 저는 영어교육과 13학번
홍종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4월에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제

모교인 숙지중학교에 교육실습을 다녀왔습니다. 학생이 아닌
교육실습생으로서 10년 만에 모교를 다시 방문하게 되어 감회
가 남달랐습니다. 배울 게 많은 시간이어서 정신없이 한 달을
보냈지만 학교 현장을 몸소 체험하고 교사로서의 뿌듯함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영어교육과 Teacher shower에 저의 교육실습 후기를 학우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게 될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행복했던 교생의 추억을
같이 공감하고 혹시나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곧 가게 될 교육 실습에 대한 팁을 얻어갈 수 있
었으면 합니다.
우선, 제가 실습학교를 중학교로 선택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고등

학생들을 가르치기에는 제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고등학생들은 소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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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편하고 더 재밌는 추억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고등학생들의 수업을 원활히 이끌어 가기에는 영어실력과 수업 능력이 그리 뛰어나
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라는 거대 관문 앞에 있는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나
의 부족함으로 인해 폐를 끼치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질풍노도의 시
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어떤지를 몸소 체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많이
언급되는‘중2병’
이라고 일컫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약 교사가 된다면, 사춘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예방 주사’
를 맞고 오
자는 생각으로 저는 모교인 중학교에 연락했고, 흔쾌히 저의 교육실습을 수락해 주셨습니다. 교
육실습을 가기 전, 학교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많이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학교 다
닐 때의 기억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스트레스에 시달
리고 수업은 선생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 적는 강의식 수업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학
교를 다니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유지
하고 있진 않을까 내심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학교에 가보니 놀라울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간 중학교는 2015년에‘혁신학교(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형태)’
로지
정되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모든 수업은 기본적으
로 모둠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식, 주입식 수업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서로 협동하는 학습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중학교에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었습니다. 다양한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 활동도 활발하여 수많은 자치 행사를 기획할 뿐 아니라 미니 콘서트도 개
최하여 학생들의 끼를 맘껏 뽐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더 나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전문적 학습공동체’
라는 회의를 하면서 수업에 대해 논의하고 어떻게 하
면 더 좋아질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변화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중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다녔다면, 훨씬 더 재밌는 중학교 생활을 했
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실습에서 첫 2주 동안은 업무 연수와 수업 참관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

았던 것은 혁신학교답게 선생님들이 다양한 수업 방법을 시도한 점이었습니다. 국어 수업시간
에는 하브루타 방식(짝을 이뤄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공부한 것에 대해 논쟁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읽기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또한 수학시간에는 직소
(jigsaw) 방식을 활용하여 모둠원이 서로 협력하여 수학 문제들을 풀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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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시간에는‘타이포셔너리(글자의 의미와 관련된 것들을 글자 속에 넣어 글씨를 구성하는 그
림)’
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어휘 수업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대부분
의 수업이 주입식 수업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가 극히 적어서 활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학생 중심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3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학년 다섯 반의 3차시 수업

을 맡아서 총 15시간의 수업 실습을 부여 받았습니다. 과외나 대외활동 등을 통해 소규모로 수
업을 진행한 적은 많았지만 각 반의 30명의 학생들을 모두 이끌어야 하는 수업은 한 번도 해보
지 않아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걱정이 많았던 터라 교과 담당 선생님과 많이 의논하고 퇴근 후
에도 수업 구상에 많이 공들였습니다. 많이 부족한 수업이었지만 아이들이 제 노력을 많이 알아
줬는지 아이들이 대체로 잘 참여해줘서 고마웠습니다. 특히, 배웠던 문법을 활용한 문장 만들기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때
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집중해보자라고 잘 타일러도 학생들은 여전히 집중을 잘 하지 못했
습니다. 한정된 수업 시간과 진도에 따른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수업을 끌고 가긴 했지
만 그런 수업이 있고 난 후에는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시행착오 끝에 마지막 4주차에는 연구수업이 있었습니다. 교과 담당 선생님과 논

의 끝에 쓰기(writing)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수업태도가 성실했던 반과 함께
하기로 해서 약간 안심이 되었긴 했지만, 수많은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 앞에서 내 수업을 보
여준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수업자료를 만들었고, 세세한 부
분까지도 계속 수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까지 새워가며 실수하지 않기 위해 계속 반복하며
연습했습니다. 수업연구 당일에 많은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이 제 수업을 참관하셨습니다. 선
생님들의 시선이 처음에는 매우 신경이 쓰였지만,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집중하느라
그러한 부담은 조금 덜어냈습니다. 정신없이 수업을 끝내고 난 후에는 후련하면서도 뭔가 아쉽
다는 느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많이 이끌어 내지 못한 건 아닌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린 건 아닌지 등등 많은 아쉬움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잘했다고 토닥여 주셨지만 왠지 모르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수업이었습
니다.
4주간의 교생실습을 마친 후, 어느새 담임 반 학생들하고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담임

반이 1학년 3반이었는데, 저도 중학교 때 1학년 3반이어서 더욱 애착이 간 학생들이었습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틈틈이 활용하여 교실에 가서 학생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
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저를 많이 어려워하고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 터라 다가가는 게 쉽
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몇몇 친구들에게 용기를 내서 다가가 공통의 관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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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으려고 대화를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 둘씩 아이들이 저에게 마음을 열고, 가끔은
장난도 치면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초등학생 티를 벗고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친구들이라 순수한
면이 많이 남아있어서 학생들을 보며 괜히 아빠 미소가 지어지곤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아이들
이 저를 매우 아쉬워할 줄 알았지만 아이들은 해맑게“선생님 잘 가요~”
라고 하는 바람에 제 예
상이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교생실습 4주간은 저에게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과 동시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순수하고 해맑은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고 열정 넘치는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것

을 배워서 정말 행복했지만 학교 현장을 제대로 느끼기에는 4주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너무
짧아서 학교의 좋은 점들만 보고 가는 건 아닌지 학교가 느끼고 있는 아픔을 제대로 느끼고 가
지 못하는 것 같아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만큼 교생 실습이 저에게는 매우 뜻
깊었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를 꿈꾸고 있는 저에게는 교사의
꿈을 확신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ㅣEnglish Teacher Shower 2018ㅣ6 1

일반대학원 TESOL 학과
본교 일반대학원 TESOL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학
과는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TESOL 분야에 특화된 전문교육연구기관으로서 미래의 영어교육자
및 연구자를 위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최근에는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져서
수준 높은 외국인 학생들과 해외 유학도들도 많이 입학하고 있다. 대학원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영어 교육 전반에 걸친 이론과 교수법, 연구방법, 교재개발 및 평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
교육(MALL)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영어교육의 리더가 되는 자질을 갖추게 된다. 짧
은 역사에도 많은 수십 명의 졸업생들이 현재 국내 국공립 및 사립대학에 전임교수, 강의전담
교원, 시간 강사, 연구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다.
일반대학원 TESOL 학과에서는 매년 전기 특별전형(4월) 및 일반전형(5월)과 후기 특별전형
(10월) 및 일반전형(11월)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특히, 본 대학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입학하고 있는 초·중·고 현장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학칙내에서 수업 시간을 야간에도 개설하
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더 수
업 및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금년 11월에는 매년 학과 원생들을
위한 더 깊은 지식 및 경험의 공유 장으로
열리는 2018 SLDS (Special Lecture
from Distinguished Scholars)를 본교
및 TESOL 학과에서 주관하는 2018
KAMALL 학술대회의 오전 3개 세션으로
대체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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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어린이영어교육전공ㅣ

1. 어린이영어교육전공 학술대회 겸 입학설명회 개최
본교 교육대학원 어린이영어교육전공에서는 지난 10월 20일(토) 본교 사이버대 소강당에서
‘Literacy’이와 함께, 본 전공에 대한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 어린이영어교육 전공 워크샵 (8월 17일 - 18일)
어린이영어전공 재학생 30여명은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가평영어교육원에서 1
박 2일 동안 워크샵을 개최하여 논문 발표, 졸업생 초청 특강 등의 기회를 가졌다.
3. SPSS 특강 (4월 7/15일)
통계 전공 강사를 초청하여 논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
였다.

ㅣ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ㅣ

본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은 교원 양성 및 교사 재교육을 위한 특수목적대학원이다. 구체적으
로 제반 영어교육 이론과 실증 연구 결과에 대한 이론적 지식 및 이에 바탕을 둔 과학적인 교수 방법
을 습득함으로써 교육 현장을 진단하고 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지식 실증 연구 능력, 현장 교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균형 잡
힌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사범대 영어교육과와 연계하여, 매년 임용고사 합격자
간담회(3월), 우수 현장 교사 특강 시리즈(5월) 및 임용고사 특강(6월) 등 다양한 현장 역량 강화 프로
그램들이 진행된다.
매년 개최되는 간담회 및 특강에 더하여, 2017년 가을 학기부터 2018년 봄 학기에 걸쳐서는, 딥러
닝과 인공지능의 발달을 특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토
론의 장으로서“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외국어 교육: 뇌 친화적 외국어교육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전공 특강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학원생들의 실증 연구 능력을 고양할 수 있도록“영어교육 연구 및
학위논문작성법”에 대한 특강도 개최되었다. 엄격한 논문 중간 심사 및 최종 심사를 거쳐 2018년 봄
학기 총 26명의 원생들이 성공적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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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교육과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교육과는 장차 유능한 국내 프랑스어 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1969년 설립되어, 1973년 첫 졸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약 1,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
습니다. 현재 많은 졸업생들이 중등 교육기관, 연구소나 평가원의 연구원, 대학교수, 외교계, 방
송·언론 분야, 통번역 분야, 영화계, 공공 및 민영 기업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
어교육과에서는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이중전공으로 한국어, 영어, 독일어 등의 교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으며, 능력과 희망 진로에 따라 교육, 문화, 예술, 외교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폭넓은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능력의 습득만이 아니라 5대양
5대주의 프랑스 언어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쌓는 일도 중요시 합니다. 이를 위해 프랑스어
관련 문학·예술적 소양을 높이는 한편, 타 학문과의 학제 간 문화 융합연구 등을 지향해 나가
고 있습니다.
http://fe.hufs.ac.kr/ 전화번호: 02) 2173-2343

ㅣ주요 교과과정ㅣ
■ 프랑스어교육과는 프랑스어 기본과정, 교과교육학, 어학, 문학 및 문화 네 축으로 이루어진 탄탄한
교과과정을 통해 우수한 교원 및 글로벌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기본과정

프랑스어 의사소통 능력 습득을 위한 기본과정으로, 1-2학년에 집중 편성된 초급 및 중급 프
랑스어 강독, 초·중급 프랑스어 회화, 프랑스어 문법연습 등의 교과목을 통해 프랑스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교과 교육학

미래 프랑스어 교수자로서 지녀야할 전문 지식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
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입니다. 프랑스어 교과교육론, 프랑스어 교재 연구 및 지도법, 프
랑스어 교육콘텐츠, 실용 프랑스어 지도법, 프랑스어 논설문 읽기 및 지도법 등의 교과목이 개
설되어 있습니다.

어

학

문학 및 문화

프랑스어에 대한 언어학적 이해를 통해 프랑스어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프랑
스 언어학의 이해, 프랑스어 논리 및 논술, 프랑스어 번역연습, 시사 프랑스어 독해 등의 교과
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문학과 사회·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해 문학적 상상력에 바탕을 둔 인문학
적 소양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프랑스 문학개론, 현대 프랑스 문학, 프랑스 사회와 문화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ㅣ우리학과 100% 즐기기ㅣ
■ 기초학회 :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 프랑스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초급강독
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재학생들이 1학년들에게 프랑스어 강독을 교수하고 함께 프
랑스어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 Cafe debat : 프랑스어 회화에 관심 있는 학우들을 모아 프랑스어교육과의 정교수님인
Marianne Mihaud 교수님의 지도하에 주 1회, 1시간 모임을 가져 시사, 문화, 프
랑스의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회화 실력을 기르는 학회입니다.
■ 사진학회 : 사진에 관심 있는 학우들과 함께 출사를 나가 사진을 찍고 사진에 대해 배우며 함께
카메라, 사진 등에 대해 연구하며 학교 밖 공간에서 선?후배 간 친목을 도모하는 학회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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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umiere : 프랑스어교육과에서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 정보 공유도 하고
친목도 쌓을 수 있는 학회입니다. 중등교원 임용고사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함
께 모여 교육 분야와 관련된 기사, 책 또는 다큐멘터리를 보며 서로의 생각을 나
누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에서 학생들이 응시할 임용고사 과목의 특
성에 맞게 스터디 그룹 활동을 합니다.
■ 페탕크학회 : 프랑스어교육과의 교수님과 함께 프랑스의 구기 스포츠인 페탕크를 즐기는 모임입
니다. 페탕크는 코트 위에 그린 서클을 기점으로 목표 나무 공에 금속 공을 서로 던
지고 상대보다 근접하게 던지는 것으로 점수를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 Le gout : 맛집 소모임
■ Les bleus : 운동 소모임

독일어교육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고, 그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적 교류가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외국어 한두 개를 구사하는 일은 매우 유용하고 절실
한 현실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영어 외에 가장 강력한 세계어의 하나인 독일어가 자리합니다.
이에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교육과는 수준 높은 독일어교육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독일어는
물론, 독일어권 지역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훌륭한 독일어 구사능력과 독일어권 지역사정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게 됨은
물론, 외국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야가 전문
화되어 가듯이 외국어교육학도 체계적인 이론과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언어습득이론, 외국어교육이론, 교수·학습 방법론, 교재
개발 및 연구론, 교과교육과정론 등에 걸친 최고의 교과과정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했다
고 자부합니다.
http://germanedu.hufs.ac.kr/ 전화번호: 02) 2173-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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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주요 교과과정ㅣ
독일어 습득
기본과정

초·중·고급 독일어회화, 독문법, 독일어 텍스트 이해 등 총 768시간의 독일어 숙달과정체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독일어 의사소통 능력을 유럽 공통 참조기준인 B2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향
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교수 1인당 배정 학생 수를 적절히 조정하여 체계적인 맞춤지도를
실현합니다.

교과내용학

독일어 기본 습득과정을 통해 향상된 독일어능력을 바탕으로 독일어학, 독일문학 등 독일과 관
련된 학문적 지식을 배웁니다. 이 외에도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 독일의 지역사정과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돼 있기 때문에 독일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독일어권 국가에 대한 전반적
인 지식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교과교육학

독일어 교과교육론, 독일어 교재연구 및 지도법, 독일어 교사론, 독일어 원어수업연구, 멀티미디
어 독일어교육 등 독일어 교수법 전반에 대한 강좌가 운영됩니다. 교사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
야 할 전문역량을 개발함과 동시에 유능하고 창의적인 독일어교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ㅣ세부 교과과정ㅣ
1학년

독문법 1-2 / 초급독일어작문 1-2 / 초급독일어강독 1-2 / 초급독일어회화 1-2

2학년

중급독일어회화 1-2 / 독문법활용연습 1-2 / 중급독일어강독 1-2 / 중급독일어작문 1-2 /
독일어평가연구 / 독일경제

3학년

고급독일어회화작문1~2 / 독일어교과교육론 / 독일어교사론 /
독일어통번역연습1~2 / 독일문학사 / 독일어교수법 /
독일 역사·문화 / 독일 정치·경제 / 독어학개론 / 독일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
독일어원어수업연구 / 독일문학개론

4학년

독일어시사토론1~2 / 독일어학특강1~2 / 독일어 실용문 및 연설문 / 독일어 논리 및 논술

ㅣ학과활동ㅣ
홈 커밍 데이

매년 독일어교육과 재학생과 졸업생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입니다. 1부에는 학술제, 진로
선택 등의 주제에 대한 동문선배의 강연 및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고, 2부에는 다 함께 식사
하며 돈독한 유대관계를 다지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Weihnachtsfest.

매년 2학기 종강일에 갖는 독일어교육과 전체모임입니다. 독일의 크리스마스 음식을 맛보고
독일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된 발표들을 들으며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ㅣ졸업 후 진로ㅣ
진학 & 교육
기업
정부 & 공공기관
언론 & 기타

일반대학원 및 통번역대학원 진학 및 해외유학, 대학교수, 중등 독일어교사, 기업 내 사내교
육 담당자 등
국내 대기업 및 일반기업체, 한국 진출 독일기업, 항공사
외교부 등의 정부부처, KOTRA·한국관광공사 등의 공기업, 콘라드아데나워재단 등의 독일
국제교류기관 등
방송·신문 기자, PD, 아나운서, 통번역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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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세계 속의 한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과는 중,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고, 아울러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인력을 육성하
는 국내유일의 학과이다. <국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두 가지의 전공 과정을 운
영하고 있어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과 2, 3급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사 외에
도 신문사, 잡지사, 방송국, 출판사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해 정은아 아나운서, 신윤
주 아나운서를 비롯한 다수의 선배들이 방송인으로서 활약하고 있다.
http://hufskle.hufs.ac.kr/ 전화번호: 02) 2173-2345

ㅣ주요 교과과정 및 취득 가능한 자격증ㅣ
■ 국어교육 전공 : 국문학개론, 고전시가교육론, 국어문법론, 국어논리 및 논술교육 등 중등학교 국
어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지식 및 교육방법을 학습한다.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학 영역
8학점 이상, 전공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한국어교육 전공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학습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실습, 외국어로서
의한국어 문법 육론 등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시에 요구되는 관련 지식과
교수법을 탐구한다. 2급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학, 일
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한국어 교육
실습 각 영역별로 학점을 이수하여, 총 4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ㅣ특성화 프로그램 및 학과 활동ㅣ
■ 학술 답사 : 교수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학과 활동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을 선정하여 답사
를 진행, 그 지역의 문학, 어학, 역사 등에 대해 현장학습을 할 수 있다.
■ 한글날 행사 : 한글의 소중함과 중요성, 그리고 한국어교육과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로,
기념특강, 한글 골든벨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ㅣ국어학회ㅣ

■ 학회 소개 : 나랏말의 미래를 밝히는 국어학회입니다. 순우리말, 신조어 등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
의 우리말을 자유롭게 탐구해보고 발표하는 우리말 탐구와 음성음운론, 형태론 등의
국어 문법을 주제로 한 전공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말탐구를 통해 국어 지
식을 넓히고 문법 세미나를 통해 국어 지식의 깊이를 쌓으며 국어 전공자로서의 소양
을 다질 수 있는 학회입니다.

ㅣEnglish Teacher Shower 2018ㅣ67

ㅣ교육학회ㅣ

■ 학회 소개 : 참교육의 창을 여는 교육학회입니다. 교육자의 꿈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 교육과 관련
된 책이나 자료 등을 토대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토론을 하는 학
회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흐름, 현 시대의 교육과 문제점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야할 교육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찾는 시간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풍, 엠
티, 파티 등의 행사로 즐겁고, 선배님들의 교생 후기를 듣는 시간 또한 있어 알차며,
홈커밍이나 졸업식 준비 등을 통해 선후배들 간의 돈독한 사랑과 우정을 만들고 오랫
동안 이어나갈 수 있는 가족과 같은 학회입니다.
ㅣ문학회ㅣ
■ 학회 소개 : 세상을 읽어 내일에 인사하는 문
학회는 세계의 다양한 문학 작품
들을 읽고 그에 대한 감상을 함께
나누는 학회입니다. 누구나 한 주
체로서 세상을 대하는 자신의 견
해를 대중에게 펼쳐 보일 수 있게
된 지금, 문학이란 곧 무수한 이들
의 삶의 이야기 그 자체를 뜻합니
다. 모두가 자신만의 문학을 갖게 된 지금이야말로 문학 이야기를 나누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즉 저희 문학회는 자신만의 문학을 찾고 싶은 분, 속 정 깊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깊이 있는 대화가 고프신 분, 치열한 일상 속에서 잠시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시는 분 모두를 위한 학회입니다.
ㅣ사회과학회ㅣ

■ 학회 소개 : 사회과학회에서는 우리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현상 등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다
양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부담 없이 이야기하는 학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카테고리를 정해 매주 색다른 내용으
로 세미나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세미나와 토론에서는 갖가지 문제에 대해서 발표할
수도 있고, 우리가 평소에 가볍게 지나쳤던 사실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모성애란 본능일까? 강요일까?>,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
에서‘점순이’
가‘나’
에게 한 행동은 갑(甲)질인가?>처럼 말이죠. 사회과학회는 고정관
념이라는 틀을 깨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학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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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교육과
국내 대학중 중국어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중국어교육과를 포
한해 단 2곳 이다. 우수한 중국전문가의 필요성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매년 70~80명 정
도의 중등 중국어교사를 새로 선발하는데, 꾸준히 높은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본 중국어교육과는 중등 2급 정교사로서의 소양과 전공지식 배양을 목표로 한다. 본 학과는 한
국외대가 지닌 언어 및 인문학 교육의 경험과 기반위에 '중국어교과교육학'과 '중국어교과내용
학'을 심도 있게 교수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회고의 중국어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본
학과는 해외 자매대학 유학연수, 중국어교육 관련 워크샵, 멘토링 시스템, 국내외 중국어교육
전문가 초청 특강 세미나, 하계 중국어임용 특강 등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교육과만의 특성
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cle.hufs.ac.kr/ 전화번호: 02-2173-3236

ㅣ주요 교과과정ㅣ
■ 1학년 : 중국어권문화 / 중국문학개론 / 초급중국어회화(1) / 초급중국어회화(2) / 한문강독 / 중국
어강독(1) / 중국어강독(2) / 한자의 이해
■ 2학년 : 중국어문법 / 중국어문헌독해 / 중국예술문화실습 / 제2언어습득론 / 중국어교육론 / 중국
어작문 / 중국어학개론 / 중급중국어회화(1) / 중급중국어회화(2)
■ 3학년 : 중국어교재연구및지도법 / 한류중국어회화 / 멀티미디어중국어교육 / 중국문학과중국어
교육 / 중국어교과교육론 / 중국어교육현장실습 / 중국어듣기및말하기지도법 / 중국어교
사론 / 중국어수업지도법 / 중국어학습평가 / 중국어학특강 /FLEX중국어 / 한국문화콘텐
츠중국어교육
■ 4학년 : 중국어원어수업지도법 / 중국문화지도법 / 중국어논리및논술 / 중국문학특강 / 중국어교
육프리젠테이션 / 중국어교육주제특강 / 중국어번역교육연습 / 중국어학세미나
ㅣ특성화 프로그램ㅣ
■ 7+1 교환학생제도 : 북경대, 복단대, 남경대, 대만사대, 안휘사대 등 중국의 저명대학과 학점교류
협정을 통해 4년 8학기 중 한 학기 동안 학생 파견
■ 하계 특강 : 1주간에 걸쳐 본과와 교내의 중국어대학 교직전공자, 대학원 중국어교육학과 연합세
미나를 개최한다.
■ 추계 답사 : 중국과의 교류 역사가 있는 곳을 답사하여 중국과의 교류역사와 문화에 대한 폭을 넓힌다.
ㅣ졸업 후 진로ㅣ
중국어 교육전공 중등교사, 대학교수, 중국어교육 전문연구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ㅣ취득 가능한 자격증ㅣ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FLEX 중국어, HSK / CPT(중국어 능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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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그림 찾기

HUFSEE QUIZ

HUFSEE QUIZ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영어교육과 농구 소모임‘ATHENA’
의 단체 사진으로 틀린그림찾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그림을 잘 살펴보시고 틀린 곳 5군데를 찾아서 hufsee@hufs.ac.kr으로 보내주세요. 선착순으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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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발전기금안내

“내리사랑에 참여를 기대합니다”
1968년 12월 설립 후 반세기 동안 영어교육과는 한국외국어대의 외국어교육 목표를 이루는 데 가
장 합목적인 학과로서 21세기 한국 영어교육의 명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내에서
입시 성적이 최상위권이며 국내 관련 학과 중 취업률도 최상위인 학과로 학문적발전
을 선도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교수 및 학습운용에 있어서도 영어교육과의 전형
으로서 부동의 위상과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영어교사의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하여 일찍이 교육과정을 대폭
개혁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다양한 특성화 활동과 대외적으로 전국
의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중등영어교사수업경연대회, 불
우청소년을 돕는 멘토링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앞서 가는 영어교
육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재원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첫
해에는 영어교육과 교수진 네 분이 400만원을 희사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교수진 다섯 분이 산학연 프로젝트 수행으로 받은 연구
비의 많은 부분을 자발적으로 기부해주셔서 약 500만원을 모았습
니다.

이제 동문졸업생 여러분 가운데 영어교육과 후배 학생들의 활동과 다
양한 지원을 위해 발전기금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여러 동문들의 내리사
랑을 기대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은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기부해
주시면 이 금액은 쌓이면서 다방면으로 후배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이에 관심있는 분은 다음 면의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여 우송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발전기금서의 기부목적란에 영어교육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즉, 이 금액은 영어
교육과 발전을 위해서만 소중히 사용됩니다.

♥ 문의 : 영어교육과 학과장 윤현숙 Tel. (02) 2173-3978
영어교육과 사무실 (02) 2173-2342, Fax. (02) 969-8034, http://www.hufs.ac.kr/hufsee
♥ 발전기금을 내신 동문들께는 우리 학과 주최로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되고 있는‘전국영어교사수업경연대회’
수상자의 수업 실연 동영상 DVD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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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보내는 사람

발송유효기간
2019.01.01~2019.12.31

동대문우체국
제356호

받는 사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교류처 발전협력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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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우수> 교육대학원
세계와 소통하는 창의·인성·융복합 교원 교육의 최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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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일정
구 분
입학지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면접 고사
합격자 발표

※서류심사 및 면접고사 (홈페이지 gse.hufs.ac.kr 입학 모집요강 참고)
기 간

장 소

비 고

후기 2019년 4월 20일 이후
전기 2019년 10월 20일 이후

-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 교육대학원 교학처

- 교육대학원 교학처
- 기간 중 인터넷 24시간 작성

후기 2019년 5월 중순
전기 2019년 11월 중순

- 본교 대학원건물

- 면접시간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입시뉴스에 공지함

후기 2019년 6월 초
전기 2019년 12월 초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gse.hufs.ac.kr) 공지

◆ 모집 전공 및 인원
모집과정

교육학 석사
(야간)

모집 전공
국어교육
스페인어교육
다문화교육
수학교육
교육경영과 리더십
독서논술교육

영어교육
일본어교육
역사교육
컴퓨터교육
상담심리
창의융합인재교육

모집인원
어린이영어교육
중국어교육
일반사회교육

000명

유아교육

●입학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2421 FAX 02)2173-3358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인가?
●국내 최대 최고의 교육대학원 전임교수 (26명) 및 전공교수진
(내외국인 교수진 700여명)
●특화된 교원양성 과정 및 교원재교육 과정
(1981년 개원 이래 4000여명 졸업생 배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해외 명문대학과 교환학생, 학점이수, 해외 탐방 등)
●활발한 학생회와 동문회 활동
●교육전문가 초청 특강 등 적극적인 지원
●현직교사는 입학사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며, 5학기까지 장학금 지급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ESOL Department, Graduate School

2019학년도 후기 2020학년도 전기 석사/박사/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디지털시대의 영어교육에 걸맞는 이론 및 실제를 포함한 새롭고 혁신적인 교과과정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행
초·중·고 현장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수업 시간을 야간에도 운영하여 현장 수업은 물론 연구에도 집중하게 함
짧은 역사에도 졸업생들 중 수십 명이 현재 국내 국공립 및 사립대학에 전임교수, 강의전담 교원, 연구원 등으로 재직
학과 홈페이지 : http://hufs.ac.kr/user/hufstesol/, 이메일: chlee04@hufs.ac.kr
1⃞ 2019-2020학년도 후기·전기 입시전형 일정 * 자세한 사항은 학과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hufs.ac.kr/gra 참조
구 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특별전형

후기 : 2019년 4월 초

전기: 2019년 10월 중순

후기: 2019년 4월 말

전기: 2019년 10월 말

일반전형

후기: 2019년 5월 중순

전기: 2019년 11월 중순

후기: 2019년 6월 초

전기: 2019년 12월 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당해년도 8월 또는 이듬해 2월(전기)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당 해년도 8월 또는 이듬해 2월(전기)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
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당 해년도 8월 또는 이듬해 2월(전기)
취득 예정인 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당 해년도 8월 또는 이듬해 2월(전기) 취득 예정인 자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접수방법
1 단계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2 단계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4⃞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5⃞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6⃞ 주요사항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HUFSan, 입학성적우수, 성적우수, 외국인 유학생,
학과 근로조교, 재외동포재단, 학생회임원, 교학처 근로조교, 정부초청, 한국장학
재단, 기타 기업체 및 단체 장학금 등)
나. 본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학점교류 가능
다. 우수박사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라.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마.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등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http://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대학원 1층 102호)
■ 전화 : 02-2173-2386 FAX. 02-2173-3369
■ 주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전화 02-2173-2342ㅣ팩스 02-2173-3359ㅣ이메일 hufsee@hufs.ac.krㅣ홈페이지 http://www.hufs.ac.kr/hufs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