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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GTU 프로그램 일정

프로그램명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GTU 교양과목 수강
‘글로벌·다문화 사회와 미래교육’ (3학점)
해외교육연수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해외교육연수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다문화 교육봉사 ‘어울림 캠프’
GTU 교양과목 수강
‘글로벌·다문화 현장 인턴십’ (1학점)
‘글로벌·다문화 인재 리더십’ (3학점)
I am a Global Teacher
글로벌 모의수업시연,
다문화 교육프로젝트 발표대회
다문화 글로벌 교육포럼, 토크콘서트
GTU 에세이 콘테스트
GTU 에세이 콘테스트
해외인턴연수
The University of Adelaide & South Australian
Government Schools
아태어 강좌 수강

경북대학교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지원사업단

권소희

G l o b a l t e a c h e r
University(GTU)

2017학년도
GTU사업단 남호주
교육인턴연수
참가자

연번

이름

학과

1

권유정

예술대학 미술학과

2

김유경

사범대학 교육학과

3

김지수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4

김태영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5

백채연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6

배민정

농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과

7

전찬영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8

정상훈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9

정효영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10

황병재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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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GTU사업단
동계방학 남호주 교육인턴연수
참가 후기 (2018. 1. 22. ~ 2. 16.)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백채연

Q

동계방학 남호주 교육인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GTU 프로그램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해외에서 교
생실습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내 프로그램들 중 해외 어
학연수 프로그램들은 많지만, GTU 해외교육연수 프로그램은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기회라는 생각에 더욱더 참여하
고 싶었습니다. ... 특히 제 전공이 생물교육인데 호주의 경우
에는 개발되지 않은 영토도 많고 이번에 가게 된 남호주의 캥
거루 아일랜드의 경우, 섬으로 더욱 자연친화적인 수업 방식
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교직
현장에 나가도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방식들을 배울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북대학교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지원사업단

Q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3주차에는 학생들의 직업 체험 수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
었습니다. VET(Vocational Education Trainig)는 학생들이 직
업 현장처럼 조성된 곳에서 직접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는 수업
인데 킹스콧에서는 카페와 같은 서비스직과 요리하는 곳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주 도시에서는 특정 학교에 이런 시설들
이 갖춰 있고 다른 학교들이 가서 체험하는 곳들도 있는데 캥
거루 아일랜드는 섬이라서 학교 자체적으로 굉장히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킹스콧과 판
다나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직업 체험 장소를 볼 수 있
었습니다. 판다나에서는 물고기 양식과 양 털깎기, 식물 기르
기, 베이킹 수업 등이 있었고 직접 쿠키를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 주에 Manny의 실험 수업에 참관할 기회
가 있었습니다. 직접 실험복을 입고 보호 기구를 착용하여 학
생들과 함께 실험도 진행해보고 이곳의 실험 수업 방식을 관
찰했는데 실험 시작 전 안전수칙을 굉장히 꼼꼼히 지도하며
작은 실험에도 보호기구들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
았습니다.

G l o b a l t e a c h e r
University(GTU)

Q

이번 해외 교육인턴 프로그램에 참가한 소감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모르면 손을 들어서 질문하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또한 수업방식이 자유
로웠는데 학생들끼리 자율적으로 주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토론을 통해 함께 답을 찾아가는 수업방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일자식 책상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고학년의 수업에도 모둠별로 책상을 만들어 두어서 강의식 수업 보다는 함께 토론
하고 이야기하며 진행하는 수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강의식 수업도 존재하지만 토론이 이루어지는 강의식 수업이었습니다. 전반적으
로 한국의 수업 시간보다 자유롭고 학생들과 선생님이 부담없이 소통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고 그러한 분위기는 한국의 교실 현장에서 적
용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주 동안 호주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3주 동안 해외 교육현장에서 교생실습을 통해 수업에 참
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홈스테이를 통해 호주 생활 방식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
을 했습니다.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전찬영

Q

Q

동계방학 남호주 교육인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2015년 IGT 모의수업경연대회에서 입상하여 홍콩의 교육 현장
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제가 힘을 내고
더 발전하려고 하는 의지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그
학생을 만난다면 주저하지 않고 당당히 대답할 수 있도록, 그
학생이 아닌 어느 누구를 만나도 당당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만약 제가 홍콩에 가지 않
고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또 다른 모습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이번 남호주 해외연수 기회 또한 미래의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 흥미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희는 1주차에 학교에서 Julie와 Mary 두 선생님의 지도 하에
전반적인 남호주 교육 시스템과 Thebarton 학교 소개, 그리고
호주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지식들이나 안전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 2주차에 들어간 캥거루 섬에서는 3주간
홈스테이를 통해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그곳의 현지 선생님들
께서는 학생들 각자의 전공을 최대한 고려하여 수업 참관 시
간표를 구성해 주셨습니다. 연수 내용은 현지 선생님들이 수
업하는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참
관하고 활동에 관여하거나 직접 수업을 해보기도 하는 방식이
었습니다. 2주차 때는 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주셨고 3주차 때
에 직접 수업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

Q

선생님께 따로 부탁하여 높은 학년의 화학 수업에 들어가 참
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참관한 날의 수업 목표는 실
험을 진행할 때 가설을 설정하는 방법과 변인들의 종류를 알
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수업 목표의
특성상 강의식 전달이 많았던 터라 우리나라의 수업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제 실험에서 예시를 주고 이것이
어떤 변인에 해당하는지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볼 기회를 주면
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
다. ... 하루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고자 태권도 수업을 진
행했습니다. 함께 참관하는 동기 중에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있었는데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며 학생들이 따라해 볼 수 있
는 기회도 주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무술이라
다들 신기한 표정으로 참여했고, 우리나라의 전통 무술을 조
금이나마 전파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해외 교육인턴 프로그램에 참가한 소감은?
연수를 마치고 해외교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사가 되기 위
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해외에서 국제 교사가 되기 위해 필
요한 자격들을 찾아보고 노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
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국내에 한정되어 교직의 진로를
좁게 바라보지 않고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는 값진 경험이었
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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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대학 미술학과

권유정

Q

동계방학 남호주 교육인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글로벌한 선생님이 되고 싶다
는 큰 포부를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한 선생님
이 되기 위해 주요 목표 두 개를 세워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호주의 커리큘럼을 통해 새로운 활동과 수업을 배우고 싶습
니다. 둘째, 애들레이드 테바르톤 시니어 대학에서 Intensive
Language Course를 통해 부족했던 영어를 배우며 글로벌한
선생님에 한발 짝 더 다가가고 싶습니다. 한국의 커리큘럼과
호주의 커리큘럼을 비교해보고 좋은 점을 모아 학생들에게 가
르쳐 주고 싶습니다.

Q

이번 해외 교육인턴 프로그램에 참가한 소감은?
영어에 대해 능숙하지 않았던 제가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많이
성장한 것 같아 많이 뿌듯합니다. 초중등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학생들이 저한테 배운 것이 많다고 고맙다
고 해줄 때는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
연수를 통해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생 실습 때
호주에서 부족했던 점을 더 보완해서 완벽한 수업시연을 할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경북대학교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지원사업단

Q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1주차에서 배웠던 것보다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
다. 2월3일~4일에는 투어를 갔으며 캥거루아일랜드의 주요
관광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캥거루 아일랜드에
적응할 수 있게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가이드를 해주셔서 더욱
재미있고 알찬 투어가 되었습니다. ... 6일~7일에는 미술 수업
에 보조 선생님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작품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을지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주는 식
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 4주차부터는 제가 스스로 수업을 준
비하고 발표하는 주로 한국을 소개하는 것과 미술수업을 진행
하는 것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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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계방학 남호주 교육인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글로벌, 다문화 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
에서 장차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다.

Q

Q

이번 해외 교육인턴 프로그램에 참가한 소감은?
한 달간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수업에 대한 인식이 틀에 박힌
어떤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서로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느낌을 바탕
으로 민주적이고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할 줄 아는 참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호주 교육연수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값진 경험이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첫째 주 일정은 애들레이드의 Thebarton senior university에서 화요일부터 진행되었다. 현지교사인 Mary와 Julie가 우리를 위해서 알아듣기 쉽게 수
업을 진행해 준 덕분에 영어가 많이 부족한 나도 문제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 수업을 마치고는 팀원들끼리 애들레이드의 곳곳을 탐방하며
호주의 분위기를 느껴보았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곳은 매우 여유롭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던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 대
부분의 아이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던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한 아이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No question, no learn”이라고 답
했다. 한국의 교육도 이러한 점을 배워, 학생들이 수업내용에 관해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약 40분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의 위치, 인구, 언어, 문화 등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해 소개를 하였
는데 거의 모든 학생들이 매우 흥미롭게 관심을 가져주어 원활한 수업이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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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U 베트남어 강좌
수강 후기

수업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지식도 자연스레 늘면서 그 편견들도 사라지고, 베트남에 대한 호기심과 좋
은 이미지만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 베트남 문화권의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
각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언어가 보여주는 문화권 의식이나, 여러 형태에서 베트남과 우리
나라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어 매우 놀랐습니다. 아직 베트남어는 초급 수
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베트남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의 변화가 뜻밖의 어쩌면 제일 큰 수확이 아니
었을까 생각됩니다.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윤정민

이번 수업을 통해 변화된 진 것은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나라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겨울방학에 간 베트남 단기파견에서도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던 것
은 이번 특강을 통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이 우리나라
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조금 더 넓히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이번 베트남어 특강이 교육자를 꿈꾸는 나도 외국어 학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박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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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엉 선생님은 원어민이셔서 책에서 좀 부자연스럽게 쓰인 표현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표현들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2개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멋있고 본 받고 싶다는 생
각을 하게 되었고, 언어를 잘하는 것이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
니다. 그래서 저도 가볍게 시작한 베트남어이지만 현재까지도 어학교육원 개설 베트남어 강좌를 수강하
고 있습니다. 베트남어 공부를 꾸준히 해서 자격증을 따보려고 합니다.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노지효

베트남어가 너무 배우고 싶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도중, 마법같이 베트남어 입문 강좌가 우리 학
교에 열렸다. 기쁜 마음으로 등록을 했고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세상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베트남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발음들도 나를 맞았다. 처음으로 혀에 올려보는 발
음이 어색하기도 하고 자동적으로 지어지는 내 표정도 웃겨서 첫 시간부터 정말 화기애애하게 수업이
진행되었다. 원래 외국어는 처음 배울 때 외울 게 많아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가장
많을 때라 제일 신기하고 재밌다. 베트남어는 특히 더 재밌었는데, 아무래도 생소한 발음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특유의 높은 음과 억양이 발음하기는 어려웠지만 선생님의 적절히 섞인 당근과 채찍(칭
찬과 놀림)을 통해 발음 실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이제는 제법 알아들을만한 발음으로 자기소개, 처음 만
났을 때의 짧은 대화, 약속정하기, 밥먹기 등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정도로 만족하지는 않는다.
나는 현지인과 사업 교류를 하거나 교육에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잘 말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공부를 할
계획이다.

- 베트남어, 이렇게 공부했어요! -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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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we studying for?

글로벌 다문화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The issue of converting the evaluation system of entrance examination from relative
evaluation to absolute evaluation has been controversial over the last decade. The Moon
regime’s commitment to the conversion has lit the fire of the issue and controversy over the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has been debated. As a future English teacher, I would like to deal
with this issue and state my opinion on the issue.

“2018 GTU Festival
한국어/영어 5분 말하기
대회” 수상자

(최우수상)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이

동

2018. 1. 12. 경북대학교 글로벌
플라자 경하홀

(우수상)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김준동

The definition of absolute evaluation is evaluating the test score in the given score criteria.
The students are scored regardless of other student’s score. Relative evaluation, on the other
hand, refers to the method of evaluation in which the student receives the score in the relative
standards. For example, even if the student only scores 50 points out of 100, the student can
get an A if all the students score lower than him.
There is no correct answer to the debate of relative evaluation versus absolute evalu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current education environment in Korea, the relative evaluation has
more harm than good. The application of absolute evaluation in current Korean education
can be a solution to the overheated education culture. The endless effort and debate over the
answer will lead us to better and brighter future.

I advocate the absolute evaluation
of English in 수능
Hello everyone, my name is Jundong Kim, a student of English education department of KNU.
I’m really honor to be here as a speaker, and I believe what I say today will not dissatisfy you.
Today I’m gonna say my opinion about the absolute evaluation of English in . There are pros
and cons about this policy, but actually I advocate it. There is two reasons why I like this policy
and this examination system should be accepted.
First, a burden to pay for preparing for English education is minimized. You know the korean
people have tendency to pay a lot of money for private education. So, that money can be very
hard for those who cannot afford and the fact is that most of parents feel burden to pay for
it. In the former test, only 4 percent can get the first grade. And the qualification to be in that
grade is ... your effort? maybe to some extent, but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your parent’s
money. Is there any person who did not pay for the private education to be as a student in
KNU?
Most of the people here used the money for English to take . And the differentiation to divide
the first grade and the second grade in the test mostly depends on your parents wealth.
However, most of the people deny this fact. I studied English very hard by myself!!! but,
where? in private institution. I asked one of the teachers in my high school. What is the
change in school by taking the absolute evaluation of English. He said the school does not
focus on taking the test, rather they focus on discussion. In the past, to take, you should be
good at reading the text and checking the right answer. Is it practical? NO! absolutely no!!! It
is the second reason why I advocate the absolute evaluation of English. The change in the
classroom.
The most important thing in English is not checking the definite answer but communication.
So, the students start to talk with each other not for the test. They speak English just it is fun.
The government wants all the students to be good at English. But in the relative evaluation...
although all the students studied English very hard, only 4 percent can get the first grade.
There is the paradox in the relative evaluation. Not all the students can get the first grade,
because only 4 percent can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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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능시험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나의 의견
Hello~ everyone. I am Lee Ji Won. Nice to meet you. I am very happy to have a speech contest
in this wonderful weather. This is the first time I have made a speech in front of so many people,
so I would be very grateful if you listen carefully.

“2018 GTU Festival
한국어/영어 5분 말하기
대회” 수상자

(장려상)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이지원

From now on, I will present my opinion about the absolute evaluation of English in the Korean
SAT. As you know, in 2018, the method of evaluating English exam in SAT has changed from
relative evaluation to absolute evaluation. So far, the SAT test has been side effects such
as excessive learning over the level of the basic curriculum with an emphasis on relative
sequence of students. To solve these side effects, we introduced absolute evaluation in
English exam.
However, there are also many opinions against the absolute evaluation. One of those opinions
is that the importance of studying English is relatively reduced when we implement of the
absolute evaluation and thus the students' motivation for studying English is also reduced.
The decline of students' motivation to study English soon leads to a decline of their English
level, which in turn leads to weakening of Korean student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era
when English is a necessity.
But if the opponents change their mind a little bit, they can think like that if we change the
English test evaluation method to absolute, we can overcome the fact that the SAT test is the
first motivation for studying English to students.
In Korea, there is a tendency to use English as a tool only for 'reading' English text.
However, if the absolute evaluation reduces the burden of the students' English learning, the
acting like repeatedly solving the questions of the SAT type or even memorizing all the English
texts of the EBS textbook disappears and instead, that the English learning as communication
tools such as speaking and listening can be expected to survive. It means that you can learn
'real' English. Then, the criticism that 'Absolute evaluation of English SAT will lead to less
motivation for learning and lowering of English proficiency' will lose its strength.
Another advantage of absolute evaluation is that you can set your learning goals to improve
your own English ability rather than compete or rank. The achievement standard might
be shifted from 'others' to 'me'. Compared to the relative evaluation which increased the
discrimination power of the evaluation by suggesting the difficult and irritating questions,
the absolute evaluation showed that the students deviated from the burden of a 'reading'
study for the English exam and you wi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learn real English which
4 language materials like reading, writing, listening and speaking are properly mixed not only
reading. Thank you for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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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공부하지 말고
‘B.H.C’하자!
(최우수상)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서

안녕하세요, 윤리교육과의 소크라테스, 서현진입니다. 오늘 소크라테스
가 되어 여러분께 질문하면서 스피치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그 과정을 영어로 설명해보실 수
있나요? 우리는 초등학생 때부터 최소 12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하
지만 왜인지 영어로 말하기는 참 힘들어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만 해도 영어 말하기가 잘 안 돼서 힘들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나라 학생들은 왜 이렇게 영어 말하기, 힘들어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영어를 단순히 공부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영어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해
야한다는 틀에 갇혀, 언어로서의 영어를 바라보지 못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관점에서 제가 어떻게 영어 콤플렉스를 극복했는지 그 방
법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영어 콤플렉스 극복법 세 가
지는 ‘BHC’입니다.
첫 번째 'B'는 ‘Be a native speaker!’, 원어민이 되어보십시오. 이는 원어
민의 영어를 따라해 보는 방법입니다. 저는 많은 원어민 선생님을 만나면
서 미묘한 억양, 다양한 발음, 유용한 실생활 표현들은 듣고 익힐 수 있었습니
다. 처음부터 원어민과의 대화를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영어를 한
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관사 a를 [에이]로 강조해서 발음하는 것과 같
이 여러분이 들었을 때 재미있어 보이고 따라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
다. 또한 영어에는 표준어가 없습니다.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 다양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어를 듣고 따라하다 보면 영어 말하기도 재밌어 질 것이고,
다양한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귀 또한 트일 것입니다.
두 번째 ‘H'는 ‘Hum!', 흥얼거려 보십시오. 여러분, 좋아하는 팝송이 있으신가
요?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Westlife’의 ‘My love’라는 노래
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An empty street, an empty house'
로 시작합니다. 만약 ‘empty’라는 단어를 모른다면 가사가 음미가 잘 안 될 겁
니다. 이때 영어 단어를 찾아보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게 됩
니다. 노래로 단어를 학습하면 좋은 점은 이미 노래 가사 속에서 단어가 어디
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해석적 영어를 고
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 널 생각하는 걸 멈출 수 없어.’ 라는 말을 해보
고 싶다고 합시다. 이때 우리는 자꾸 머릿속으로 한 번 생각하고, 그 위에 영
어를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영어로 말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my love'라는 노래를 잘 들여다보면, ‘I can't stop to keep myself from
thinking’과 같은 좋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영어 노래를 많이 흥얼거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표현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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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

표현들이 쌓이다보면, 문법을 공부하기도 전에 문장 구성이 머릿속
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노래를 흥얼거리는 방법은 머릿
속에서 한국어로 생각하고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사 속
에서 배운 표현들을 실생활에서 영어로 바로 말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 방법은 영어 말하기에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
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차후 심도 깊은 문장구조와 문법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또한 생기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C'는 'Confidence!',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신감 있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광고 보셨
나요? 원어민이 다가오려고 하면 땀을 살짝 흘리면서 겁부터 먹고
있다가, 원어민이 한마디 말이라도 걸면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상황을 보여주는 광고 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저 모습은 내 모습
이라고 생각하면서 공감하진 않으셨나요? 이 광고는 우리가 영어
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완벽하게 말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
는 두려움 말이죠. 저는 이 지점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다음과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이다. 완벽하고자 하는 두려움,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에서 벗어나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신감 있는 태도로 영어를
대한다면 영어 실력,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말하기 한마디도 못하다가, 저만의
영어 콤플렉스 극복법 세 가지 'BHC'로 영어를 익힌 결과, 고등학
교 2학년 때 영어 토론, 스피치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
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저만의 영어 콤플렉스 극복법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B, ‘Be a native speaker!’, 원어민이
되어서 원어민의 말을 많이 따라해 보십시오. 두 번째 H, ‘Hum’, 영
어 노래 흥얼거려 보십시오. 세 번째 C, ‘Confidence’, 자신감을 가
지십시오. 여러분도 ‘BHC’ 방법으로, 영어를 영어답게 언어답게 습
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리교육과 소크라테스 서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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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방향성
(우수상)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김 태 영

여러분들은 한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한류라고 하면
K-pop이나 드라마, 음식과 같은 한국의 대중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이야기 하곤 합니다. 실제로 태양의후예와 같은 드라마가 한류를 세계로
파급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최근에는 가수 방탄소년단이 K-pop의
중심에 서서 한류를 전 세계로 파급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문화의
한류는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 대중문화 교류의 일방적인 측면과 지나친 상업주
의로 인해서 한류에 반대하는 반 한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류
는 k-pop과 드라마와 같은 엔터테인먼트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
에 한류의 폭을 축소시키는 문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류의 위기 속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한류가 나아가야할 방향
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류를 더 이상 엔터테인먼트에만 국한시키
지 않고 한류 열풍을 통해 향상된 국가브랜드를 바탕으로 한류의 내용과
폭을 교육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중문화의 한류뿐만 아
니라 교육에서의 한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교육 한류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분포해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
습니다. 이 학당을 통해 자랑스러운 한글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
다. 또한 미국 뉴욕 할렘가의 한 학교에서는 한국의 인성교육을 도입하여
학교의 극심한 부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뉴욕최고의 명문학교로 거듭
나는 기적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해외의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북대학교 GTU사업단처럼 교육 한류를 위한 정
부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한류를 이끌어 갈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한국
의 교육을 세계화 시키는 일에 우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 한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것은 바로 우리가 직접 교육한류의 전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
를 들면 해외자원봉사활동이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어, 태권도, 소고를 이용한 한국음악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
화를 직접 해외에 나가 알리는 이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결
국에는 교육 한류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류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류를 교육으
로 확장하여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한
다면, 대한민국은 드라마에서의 태양의후예열풍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육을 이끌어 가는 교육의 후예 열풍까지 일으킬 수 있
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육의 후예의 주역이 되기
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교육 한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교육의 매력을 제고
하기 위한 다양한 한국형 교육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한국형 교육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한류열풍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서 교육한류를 확
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
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교육 콘텐츠
를 개발한다면 기업과 교육이 한류를 통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
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 나라의 우수한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의
것으로 재창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국
제교육 프로그램으로 IETG(Intern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Grants
Program)를 APEC, OECD, UNESCO 와 같은 국제기구와 연계해서 운영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호주의 교육 서비스 분야의 수출을 지원하는 중
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교육 한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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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시아 국가/아시아
언어인가?
(우수상)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이 윤 수

안녕하세요
방학인데 다들 여행은 안가시나요? 제 동생은 이번에 필리핀으로 놀러갔
습니다. 제 동생뿐 아니라 제 친구들도 방학을 맞아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동남아시아 국가가 가까워지고 있
었습니다. 여행도 많이 떠나고 있고, 길거리에는 동아시아 음식집도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상하게도 동남아시아가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도 우리는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과 미국에 대해서 더 친숙 하죠.
제가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엄청 큰 바퀴벌레와 집안을
돌아다니는 도마뱀이었습니다. 언어로는 사와티캅 그리고 타이완 넘버원
정도고요. 그렇게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로 살아왔는데 우연
히 영어교육론이라는 수업에서 베트남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이야
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신기했던 내용들이고 아마 다른 분들도 저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라고 하면 주로 10개의 연합국들을 말합니다. 이 연합을 아세
안이라고 하고요.
냉전시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강대국 속에서 약소국이라는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서 뭉친 아세안은 지금은 누구도 약소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
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지리적 이점, 풍부한 자원 그리고 큰 내수시장을 장점으로 국제
무대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리적 이점이란 동아시아와 유
럽을 잇는 중간다리를 말합니다.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폴은 세계최대 컨테이너항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를 토대로 세계 환적량의 1/5이 이곳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선박을 이용
한 무역이외에도 싱가폴의 비행기 화물량은 세계 1위공항인 인천 공항에
서 보다 더 많은 물량입니다.
“싱가폴”의 면적은 서울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인데요 이 작은 나라에서 그
만한 무역이 이루어 진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석유가 나는 거 아시나요?

경북대학교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지원사업단

장점중 하나로 풍부한 자원이라고 했는데 풍부한 자원 안에
는 석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라고 해서 과일만 많은 건 아니라는 거죠. 아세
안에는 산유국이 있고 이를 토대로 뉴욕과 런던에 이은 세계
3대 원류거래 시장도 아세안에 있습니다.
아세안에 인구는 6억6천만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이 잘 안 올 텐데 유렵에 23개 나라가 합쳐도 6억 6천이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베트남9000천만 필리핀 1억 인
도네시아 2억 6천만입니다.
필리핀을 가신 분들은 필리핀을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
는 곳이라고 느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동남아시아는 인구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인구의 연령층이 다른 국가 보다 훨씬
낮습니다. 필리핀의 1억 인구 중 30대 미만 청, 장년층의 비율
이 50%일 정도입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많으니 시장의 크기가 클 뿐 아니라 그 큰
시장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발판으로 동남아시아는 국제사회에서 그 영향
력이 커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
니다. 현재 2000천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시장
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도 포함해서요.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계시죠?
우리나라 무역액 10위안에 드는 국가 중 아세안의 4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엄청난 흑자를 내면서요.
이 기업들에게는 영어보다 동남아 언어 사용자가 인재가 되
겠죠. 동아시아가 성장하니 자연스레 동아시아 언어 또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동남아 국가들을 여행가기 좋은 곳으로만 생각하지 말
고 성장하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기회 그리고 더 나은 기회
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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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뻗어나가자! 한류의
새로운 날개
(장려상)
사범대학 교육학과 김 유 경

2017년 미국을 뒤집은 한류 K팝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현재 아이돌 최고
의 대세,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K-pop 그룹 최초로
‘톱 소셜 아티스트’부문을 수상하며 K-pop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1990
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온 한류의 열풍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뜨겁게 달아 오른 후 이제 점점 넓고 탄탄
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우리 한류의 열풍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과거 UN
의 지원을 받고 허덕이던 국가가 이제 UN을 지원하는 국가가 되고 선진국
을 바라보며 도약하는 국가가 될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나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이러한 한류현황과 방향성에 대해, 유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류인기의 예상지속기간이 5년 미만일 것
이라고 보는 견해가 41.6%, 5~10년 미만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38.2%
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류의 지속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나친 상업성과 콘텐츠의 획일화를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한류를 가장
접하기 쉽고 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Youtube등 인터넷과 TV
방송입니다. 그리고 상품광고에 유명 연예인을 콜라보하여 넣는 것이 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한류의 인기가 계속 지속되
기 위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한국은 ‘한민
족’이라는 이름으로 단일민족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양한 나
라와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들을 수용하고 다문화가정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한국에 변화하는 한류를 만들어야합니다. 따
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토리성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방탄소년
단은 ‘2 COOL 4 SKOOL(투 쿨 포 스쿨)’등 학교 시리즈에서 10대들이 가
진 고민과 사회에 대한 반발, 꿈에 대한 메시지, 교육 현실의 문제 등을 담
아내었습니다. 또 ‘청춘 2부작’ 《화양연화 pt1~2》(2015)에서는 인생에서 가
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뜻의 타이틀과 함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20대
청춘들의 이야기와 응원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앨범‘WINGS’는 헤르만 헤
세의 고전문학소설 《데미안》이 모티브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을 겪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유명한 인문학으로부터 인용하며 자신들의 이
야기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한국 문화가 녹아든 주제들을
다루면서 메시지를 담은 노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류를 위한 방송채널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Facebook, Twitter, V앱 등 현재에도 다양한 SNS를 이용한 소통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류를 보고 싶다면 바로 틀 수 있는 한국의 문화
를 대표하는 인터넷 방송채널을 만들어 K-pop, 드라마, 음식, 전자, 여행
지 등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진 방송채널 및 사이트가 만들어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송채널은 동영상 업로드를 통해 볼 수도
있고 라이브방송으로 바로 채팅을 통해 소통할 수 도 있습니다.
또 각 나라의 언어를 지원해주고 google번역 등 자동번역과 함
께 연결해준다면 더욱 쉽고 재밌게 전 세계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류Festival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한
국의 문화와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한국까
지 가지 못해도 한국의 문화를 즐겨볼 수 있는 한류 Festival을
개최하여 찾아가는 한류로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중국, 일본 , 미국, 유럽 등 각지의 코리안 타
운을 중심으로 한국의 명절이나 음식, 음악, 놀이 등 즐길거리
들을 해외에 가져가서 시행합니다. 해외에서는 싸고 쉽게 독창
적인 한류 문화를 즐겨볼 수 있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도
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브랜드의 프렌차이즈가 세계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영국국에 알리는 Youtube‘영국남자’를
아시나요? 여기서 한국의 과자나 아이스크림, 음료수, 음식들을
영국인들에게 권하고 그 반응을 보여주는데 양념치킨을 먹은
영국사람이 “제발 영국에 한국의 치킨 프렌차이즈가 들어왔으
면 좋겠다. 이것은 값싼 음식으로 여기는 영국 치킨과는 다르고
고급 식당에서 팔아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분명 영국에서 성
공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
소에 평범하게 즐기는 치킨도 세계에서 환상적인 반응을 보이
고 있습니다. 또 한CEO가 해외에서 한국의 다방문화, 생달걀을
넣은 쌍화차를 커피와 접목시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계란라
떼를 만들어 성공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CJ푸드빌의 글로벌 한
식 브랜드 비비고는 해외에서 건강식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
재 미국, 영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 진출해있습니다.
또 코리안 디저트 카페 ‘설빙’은 중국과 태국, 일본에서까지 폭
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계속해서 해외로 진출해 나갈 예정
입니다.
이렇게 한류의 인기를 꾸준히 유지해나가고 새롭게 확장해나
간다면 한국의 세계 경쟁력은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문화가 경
쟁하는 현재 사회에서 더욱 더 뻗어나가는 우리 한류는 경제력
상승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과 함께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한
국을 선진국으로 이끌 발판이자 날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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