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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 테레사 수녀님께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다. “한마디로 사랑이 무엇입

니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관심입니다.” 

벌써 이십여 년 전 의과대학 재학 중 어느 날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온 이

한 마디가 내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지금도 이 말이 사랑의 의미를 가

장 잘 정의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구하는 의사로 살아온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난 이 ‘관심’의 대상을 찾아 계속 헤매고 있다. 군 의무복무 기간 동안 마산

결핵병원에 근무하면서 결핵 중에서도 난치성인 약제내성결핵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의대를 졸업하고 임상보다는 연구를 택

할 때의 내 관심은 ‘대단한 연구, 위대한 발견’이었다. 이를 통해서 의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할 수 있다면 노벨상도 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결핵이라는 병과 마주하게 되면서 내 생각은 바뀌게 되었다. 대단한 의학의

발전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현재의 의학적 진단의 한계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진단법 개발이 연구하는 의사로

서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벌써 십여 년 동안 기존의 진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 노력의 일부는 결실을 거두었다. B형간염

약제내성 진단키트가 곧 식약청 허가를 받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미 개발

완료단계에 다른 진단 키트들도 꼭 완성 시키고,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관심’은 우리 학생들이다. 보다 많은 유능하고 헌신하는 의사

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의과대학 교수에게는 있고,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

해 보고자 애를 쓰고 있다. 이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나 스스로 “좋

은 교수인가?”라는 물음에 “그래, 조금 나아진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게

ALCoB의 존재 이유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아닐까

되는데 10년 정도 걸린 것 같다. 요즈음은 내 관점 보다는 학생들 관점에서 강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실천도 하고 있다.

이런 도전적인 그러나 비교적 안정된 내 삶에 2009년 여름은 내 인생에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이었다. 나로 하여금 동네 의사,

지방 대학 교수에서 세계로 눈과 마음을 돌리게 해준 계기가 찾아왔다. 바로 ALCoB 러시아 사하공화국 교류협력단장으로

사하를 가게 된 것이었다. 그 전에도 학회발표와 공동연구를 위해 해외여행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이 경험은 나의 관심을

한국 땅에서 세계로 돌리게 해주었다. ALCoB 문화 교류 행사에 참가하는 고등학생들을 인솔하여 낯선 땅에 가서 내가 가지

는 ‘관심’은 당연히 그 나라의 의료 환경이었다. 야쿠치아(사하공화국)의 광활한 땅은 당연히 의료 혜택의 소외지역을 만들

고 있었고, 수도 모스크바로부터의 지역적 소외는 의학 교육 수준의 저하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낙후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수준의 향상과 우수 인력의 의대 진학으로 인해 의학 학문과 의료 서비스 수준이 세계적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의료기술도 많다. 특히 한국에서 기술

은 가지고 있지만 사용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원격진료 분야와 원격교육이 야쿠치아에 도입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을 급격

히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내가 근무하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새로운 양산캠퍼스로 이전하면서

갖춘 최신 ICT교육 환경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최신 시설을 사하공화국 북동연방대학교 미하일로바 총장께서 부통령시

절에 방문하여 이미 보신 상태였으므로, 교류에 대한 협의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후 2010년9월부터 최근 1년간 우리 학교

와 병원을 방문하여 단기연수를 하고 간 야쿠치아의 의대교수와 의사들이 20여명이나 된다. 지난 5월에는 미하일로바 총장

께서 부산대학교 본부를 방문하여 보다 본격적인 교류를 의논하고 가신 바 있다. 논의의 핵심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질 좋

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과 의학교육 전문가의 교육을 통해서 의료인의 자질을 높이는 것이고, 이 목

표를 위해 우리 대학은 힘껏 도울 예정이다.  

또한 결핵과 B형 간염 진단키트를 개발하면서 내 ‘관심’은 북한 주민과 제3세계의 수많은 환자들에게 내가 개발한 진단법

으로 보다 싸고 쉽게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나은 치료의 기회를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이 꿈이 러시아에

서 제일 먼저 실현될 수도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야쿠치아의 의학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이 지역에 보다 적합한

진단법으로 향상시켜 이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 같다. 

올 해가 가기 전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야쿠치아를 방문해 u-health 시스템을 선보여서 춥고 광활한 야쿠치아 방방곡곡

의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 그리고 올 가을에는 다시 야쿠치아

를 방문해서 보다 실천적인 협력을 진행하려고 한다. 교육과 의료는 주민들에게 가장 큰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영역이므

로 ‘관심’으로 시작된 ‘시도’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열매를 맺도록 해보려 한다. 그리고 이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다면 'ALCoB-M (Medical)' 구성을 제의해 본다. 이미 많은 의료봉사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ALCoB이 그동안 다져온 교육 봉사의 기반을 잘 활용하여 확장한다면, 의료봉사의 확장 속도는 놀랄 만큼 크리라 믿는다.

그 모델을 야쿠치아에서 만들어보려 한다. 'ALCoB-M (Medical)'이 만들어 진다면 야쿠치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학교육

과 의료서비스 교류의 국제화가 날개를 달게 될 것 같다.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ALCoB-M' 이라는 글자가 크게 매달

려 있고, 그 주변에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꿈을 함께 꾸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ALCoB이 사랑을 나

누는 또 하나의 길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김 철 민 교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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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Practice of  Teacher Training Supported by 
a Web 2.0 Community

웹 2.0을 활용한 교사연수 설계와 실행
Shuang Li, Li Chen and Hongtao Sun

Web 2.0 communities are providing new opportunities for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by supporting

more flexible sharing, communicating, and collaborating among teachers at a distance. Meanwhile, literature

concerning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increasingly places value on communities of practice and web-

based learning communities. 

This paper presents a case study on the design of teacher training supported by a Web 2.0 community. The

trainingprogramdiscussedinthepaperischaracterizedbyemployingpeer-coachingtofacilitateteachers’ learn-

ing inaWeb2.0 community, and isapartofaproject fundedbytheFordFoundation. Thepapergivesabrief in-

troduction to the training program, and reports some important findings and reflections on design and practice

for in-service teacher training. It includes the theoretical frameworkdesign, a trainingmodel aswell as activity

design, and the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he training programanduseful experiences. 

Initially, taking account school teachers’ needs at the K12 level for curriculum reform and quality education,

theory, knowledge and practice competences for learner-centered instruction were examined by using peer-

coachingmethodssupportedbyonlinecommunities. ThesuggestedtrainingprogramwasdeliveredintwoChinese

districts inAugust 2009: Tianhe district ofGuangzhou, andWuhoudistrict of Chengdu. 

More than 120 participants, including subject teachers, school principals and local teaching researchers, took

partinthef2ftraining, onlineactivitiesandthefurtherpracticeactivities. Evenstillon-going, thecomprehensive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of the training program explains that the initial results and observations collected

during the process of training are very positive.

Withcauseforoptimismastotheprospectofachievingthetrainingprogram’sgoals, thestudyhasdemonstrated

thatatask-drivenapproachandpeer-coachingsupportedbyaweb2.0 communityareeffectivemethodsfor in-

service teacher training, and that peer-coaching canbe greatly extended by out-of-school activities.

웹 2.0은 원격에서 교사들간의 유연한 공유, 의사소통,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교사 전문성 개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과 관련된 문헌들은 점점 더 지식 공동체와 웹 기반 학습 공동체에 가치를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웹 2.0 커뮤니티가 지원하는 교사연수의 설계를 위한 사례연구이다.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사연수는 포

드재단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웹 2.0 커뮤니티에서의 교사학습을 지원하는 동료코치(peer-coaching)를 적용

한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현직교사 연수의 설계와 실행에 대한 몇 가

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이론적 프레임워크 설계, 활동 설계뿐 아니라 연수 모형, 연수 프로그램과 유용한 경험

의 실행과 평가를 제시할 것이다.  

먼저 온라인 커뮤니티가 지원하는 동료코치 방법을 적용하여 교육과정 개정과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질적 평가, 이론,

지식과 실제 역량에 대한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요구를 확인하고자 했다. 해당 연수 프로그램은 2009년 8월 중국 2개 지

역(광저우의 티엔허, 성도의 무후)에서 실시되었다.

교사, 학교장, 지역 교수연구자를 포함하는 120명 이상의 참가자들은 f2f 연수, 온라인 활동, 확장된 실습 활동에 참가했

다. 여전히 진행 중에 있지만,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와 평가는 연수과정 동안 수집된 초기 결과와 관찰이 매

우 긍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수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과제중심 접근 방법과 웹 2.0 커뮤니티가 지원하

는 동료 코치가 현직 교사 연수 방법으로 효과적이며, 동료 코치가 과외활동에 의해 훨씬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APEC 교육동향 

APEC 교육동향



인도네시아 AIV 활동은 ICT 교육으로 특화되어 있다. 2011년도 파견에서는 PBL에 입각하여 문

제 해결력 및 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주제로 인도네시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진행하였다.  교수님 및 팀원으로 같이 활동한 연구원, 교사, 대학생 모두 적극적

으로 자신이 맡은 수업부분을 진행해주었고 현지 선생님들 또한 학습 과정에 굉장한 열의를 보여주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나흘간의 고된 연수일정 중에도 매 순간을 충실하게 즐길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로만 생각했던 타국의 교사들과도 학습이라는 공동 주제

를 가지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상호 발전을 모색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었다. AIV 파견에

처음 참가하는 입장이었기에 개인적으로는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먼저 접한 사람으로서 강의 형식을 빌어 ‘사용 방법을 잘

알려주는  것’ 까지만 계획했었는데, 미처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받고 답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현지 선생님들께서 학

습 내용을 자기화하여 새롭게 탄생시킨 활동 결과물을 접하는 과정은 더 이상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닌 배우는  시간에 가까

웠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재미도 컸다. 전반적인 강의 진행은 영어로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는 인도네시아어로 건

네고 싶은 마음에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내가 책에서 외웠던 표현을 떠올리려 고심할 때마다 하나라도 더, 정확

한 표현으로 알려주시려 차근차근 설명해주시던 인도네시아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한국어에 관심을 갖고 본인

의 이름을 한글로 어떻게 쓰면 될지를 물어오시는 선생님들도 무척 많았다. 지금껏 언어를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

각해왔는데 언어가 갖는, 정확히는 서로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 가져다주는 정서적 유대감의 크기에 놀라기도 했다.

상기한 두 가지를 비롯한 다양한 일들이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유익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런 경험이 예

상하지 못했던 즐거움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지원 당시에만 해도 파견 활동 내용을 참가자들이 함께 구상해 가

리라고 생각했는데, 인도네시아 AIV의 경우 정부 요청에 의한 파견이라 컴퓨터 연수를 기반으로 하는 큰 틀은 사전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1차 워크샵에 가서야 전해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이 사전에 안내되어 관심 있는 교사가 지원했더라면 시

너지 효과가 더 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하지만 이런 아쉬움마저 불식시킬 정도로 매사에 열정적이었고 부족한 내

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과 안형모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원 모두에게 진심

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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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AIV 참가교사 수기

수기Ⅰ국제교육협력단

이 소 영
ALCoB-T 3기 / 서울창도초

서로를 위한, 그리고 서로를 향한 
힘찬 한 걸음 AIV

2월 7일부터 17일까지 약 10일 동안 ALCoB에서 국제교육협력단으로 태국을 다녀왔다. 작년 여름에 참가했던 10일간의 사하

AIV 프로그램을 참여해보고 더 넓은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인드를 가지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출발하기 전부터 설레는

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웠다. 사전에 태국에 대해 듣고 본 것은 있었지만 실제로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더 큰 기

대를 가지고 있었다. 사전 활동으로 APEC국제교육협력원에서 첫 미팅을 가졌을 때 국제고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학교 학생들

과도 잘 몰랐기 때문에 처음 팀 형성 시간에 어떻게 어색함을 극복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다. 그러나 그런 걱정도 잠시, 우리 모두

한 배를 탄 사이라는 생각으로 곧 친해질 수 있었다.

사하를 방문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 우리와 함께 활동할 상대는 놀랍게도 태국에서 첫 번째 대학으로 손꼽히는 Chulalongkorn

University(출라롱콘 대학교)의 학생들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태국 대학생들도 한국에서 귀여운 어린이들이 오는 줄 알고 있다

가 첫 만남에서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태국 대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짜릿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처음에

는 서로 주춤했지만 마음을 열고 다가가니 친절하고 착한 태국 학생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우리는 한국인 3명과 태국 대학생

5명 정도를 한 팀으로 구성하여 각 팀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 조의 주제는 ‘태국의 대표적 놀이문화와 스

포츠 조사’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일들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 태국의 친구들과 더 가까워 질 수 있었다. 이 프로젝

트 활동 이외의 시간에는 태국에서 15년간 살고 계시는 James 선생님에게 태국문화에 관하여 영어로 수업도 듣고 태국 친구들과

함께 방콕 시내를 구경하는 시간도 가졌다. 난 태국이 그냥 동남아의 한 나라로 관광만을 하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방콕은 그런 생

각을 깰 정도로 발전해 있었고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었다. 

태국에서 한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하 AIV 프로그램에는 없었던 초등학교 봉사 활동이다. 우리가 방문한 초등학교는

방콕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는 비교적 가난한 동네의 초등학교였다. 우리가 처음 도착하자 그 곳 아이들은 우리들을 신기하고 호

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우리의 임무는 그 초등학생들에게 한글과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인 제기차기를 가르치는 것이었

다. 처음에는 학생들과 말도 안통하고 학생들이 어려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 잘 따라와 줘서 신기하고 대견한 마음이었다. 그렇게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기 전에 함께 사진을 찍었다. 아

이들은 우리가 연예인이 된 기분이 들 정도로 우리를 좋아해 주었다. 이 날 비록 거창한 봉사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뿌듯했

고 진심을 다했던 봉사활동이었던 만큼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내가 올해 중요한 시험인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태국 AEEP 활동’

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2010 러시아 사하 AIV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몸소 체험하고 배운 바가 많

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 친구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귀어 보고 문화를 교류해보는 일은 그 어떤 방법

으로도 배울 수 없는 경험의 산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ALCoB의 국제교육협력프로그램은 정말 추천

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 직접 교류를 함으로써 많은 것을 보고 배우

고 느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번 교류 프로그램에서 우리를 위해 수고해주시고 고생해주신 김현준 교수님, 구은혜

선생님, 해강고등학교 이정우 선생님, 동석이 형에게 정말 감사를 드린다.

태국 AEEP 참가학생 수기

수기Ⅱ 태국 AEEP

나의 소중한 경험의 산물,

황 정 식
ALCoB-L / 해강고등학교

태국 APEC 에듀테인먼트
교류 프로그램 (A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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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개발원조총회 & 청년포럼

특집Ⅰ

만약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으면, 

스스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내라

우리 단체 ALCoB 활동의 중요성과 원조의 발달 중요성에 대해 발표

하게 되었다. 나는 ALCoB 활동으로는 지속적인 교육봉사파견과 e-

learning연수로 개발도상국의 교육과 IT수준을 높여 원조의 질이 향

상이 된다는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여러 나라여

행과 인도네시아 교육봉사로 다녀오면서 교육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

작되는 것을 느꼈다. 그 이유는 교육의 수준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경

제적으로 잘살고 있었고 반면에 교육의 수준이 낮은 나라는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발도상 국가들은 우선적으

로 교육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나의 의견과 비슷하게 다른 패널 분

들께서도 원조가 발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캄보디아의 정부는 많

은 부패가 있어 자금 원조를 받아도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한다고 하

였다. 그리고 원조 시스템도 조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접적

으로나 직접적으로 원조를 주고 사후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발전이 없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되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패널 분들이 원조 제공에 대한 결과 발표회가 일 년에 한 번씩 있어야

했다. 비록 현재 원조의 형태가 발달되어 간접적인 자금에서 직접적

인 원조로 발달이 되었지만 자금 원조를 줄이는 것은 모두가 부인했

다. 자금 원조가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가 돈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포럼을 열띤 토론

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더 많은 청년포럼이 세계적 수준으로 개최되어

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청중들에게 원조가 5가지 방법을 발달되어야

된다고 결론지었다.  

나는 청년포럼에서 우수한 패널들과 함께 Voice of Youth on Ef-

fective Aid & Development 대해 토론하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영

광이었다. 나는 다양한 국제회의에 자원봉사로 많이 참가를 하면서

항상 국제회의에서 연설을 하시는 분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하였다. 그

런데 나도 세계개발원조총회 청년포럼에 참가하면서 그분들 못지않

게 우수한 패널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결과발표를 하여 매우 기쁘고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 처음에 패널자리에 착석 이후에는 머리가 백

지가 되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발표해야 하고 질문에

대답해야 했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한 적도 없으며 더군다나 영어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 긴장되

었던 것 같다. 청년포럼은 이렇게 많은 긴장 속에서 끝이 났고 결과발

표가 남았다. 결과발표는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해야 했고 긴장감

이 컸지만 연습을 하고 또 하여 문장 하나하나를 외운 것 같았다. 연

습을 많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발

표를 앞두고 있을 때 나는 입이 마르고 물을 몇

번씩이나 마셨다. 그리고 나의 긴장감이 너무 컸

는지 손도 떨렸다. 그렇게 긴장하고 걱정하던 나

는 단상 위로 올라가 결과발표를 잘 마무리하고

내려왔고 그때 당시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져 부

러울 게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

다른 대학생들에게도 기회는 기회를 얻고자 하

는 사람한테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나 꿈을 위해 쫓다 보면 기회가 온다

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 나라의 미래인 청

년분들 파이팅 입니다!

서 성 국
ALCoB-U 한국회장

부산대학교

나는 작년 3월부터 ALCoB-U라는 동아리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많

은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2011년 여름방학과 2학기에 각각 한 번의

교육봉사로 인도네시아에 다녀왔고, 거기서 나는 교육의 중요성을 느

꼈고, e-learning이라는 봉사활동으로 APEC 국가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등 많은 경험을 했다. E-learning은 한국에서 APEC 국가내

의 교육 행정가분들에게 한국의 뛰어난 IT와 IT를 접목시킨 교육을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나의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세계개

발원조총회 청년포럼 주제인 ‘Voice of Youth

on Effective Aid & Development’에 대하여

내 의견을 발표하고 싶었다. 

우선 과거의 원조를 보면 대부분이 자금적으로

만 도움을 줬지만 근대 사회로 오면서 원조의 질

이 향상되어 교육봉사나 원조를 직접적으로 제

공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나는 청년포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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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과학기술부와 인도네시아 교육부가 주최하고 APEC국제교육협력원이

주관하며 알콥기업인연합회와 발리 및 덴파사시 지역청 등이 후원하는 APEC 미래

교육포럼 및 국제알콥컨퍼런스가 지난 2011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12개 회원국, 3개 국제기구(APEC, ADB, OECD)로부터 국내 55명,

해외 191명, 총 246명이 참가한 가운데 ICT를 활용한 APEC 지역의 체제변화와 공

동번영을 주제로 크게 ▲제7차 APEC미래교육포럼 ▲제9차 국제알콥컨퍼런스 ▲

APEC 미래교육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내용으로 인도네시아 그랜드발리비치호텔에

서 5일간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행사의 운영 면에서 APEC의 인적자원개발 실무그

룹(HRDWG)과 교육장관회의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글로벌 정책포럼으로서의 역할

을 제고하고, APEC의 미래교육과 교육협력의 흐름을 변화· 주도하는 국제 연구 네

트워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민· 관· 학 3자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내용

과 운영방식으로 국제 교육전문가 커뮤니티로서 알콥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전체 일정의 첫째날인 14일, 오전 9시반 식전행사로 인도네시아 전통문화 공연이

시작되었으며, 이어 10시에 열린 개회식에는 APEC 미래교육컨소시엄 김영환 의장

의 개회사, 인도네시아 빠슬리 자랄(Fasli Jalal) 교육부 차관의 환영사, 국제 알콥 총

재 김영식 이사장과 APEC HRDWG PD 루 쯔웨이의 축사 등이 이어졌으며, 오후에

도 프로젝트 전시 및 로봇고 시연, 라운드 테이블 등이 계속되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제7차 APEC미래교육포럼은 그랜드발리비치호텔 대강당에서

APEC 회원국 교육부 대표, 학자, APEC 사무국 관계자, OECD, ADB, 국내외 알콥

등 2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APEC미래교육과 국제교육협력 비전, APEC미래교육

과 국제교육협력 실천방안,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포럼을 통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태국, 러시아 사하공화국, 한국

등 6개의 회원국에 알콥지부 체제구축 및 법인화를 완성하였고, 각국 국제협력 공유

를 통해 인도네시아 31개 지역에서 알콥활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우수

사례로 지목되었으며, 각국의 협력이 글로벌 협력으로 이어져 알콥이 국제적 규모의

연맹체로 나아갈 필요성을 재검증하는 자리가 되었다.  

다음날 열린 제9차 국제알콥컨퍼런스는 알콥 교사 워크숍, ICT 시범수업, 알콥청

2011 APEC 미래 교육 포럼 및 
국제 알콥 컨퍼런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

년포럼를 비롯해서 알코벡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알콥 오리엔

테이션은 13개국 행정가, 학자, 교사, 학생 등 총 226명이 참석한 가운데 APEC 및

알콥 소개, 국제교육협력활동 소양교육, 학교간 프로젝트 진행방법 안내 및 2012년

APEC 교육장관회의(AEMM)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APEC 에듀테인먼트 국제교류

프로그램(AEEP) 등이 소개되었다.  오전 10시부터 4개국 교사 및 지역 행정가 총 50

명이 참여한 알콥 교사 워크숍, 7개국 교사, 학생, 행정가, 학자 등 총 112명이 참여

한 ICT 시범수업, 4개국 총 16명이 참여한 알콥청년포럼, 4개 기업 총 8명이 참여한

알코벡 워크숍이 각각 진행되었다. ▲알콥 교사 워크숍에서는 수학, 과학, ICT, 로봇

등 각 분야 담당 교사들 간 국가별 교육과정 공유, 교수법 최신 경향 및 노하우 공유,

교과와 연계된 알콥 협력프로젝트 주제 도출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ICT 시범수

업은 7개국 교사, 학생, 행정가, 학자 등 총 1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교사의 영어,

과학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교사와 학생들이 한국의 ICT 시범

수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알콥청년포럼은 4개국 총 16명의 대학생

들이 글로벌 시대를 실천하는 청년 리더라는 주제로 알콥 대학생의 자발적 활동 모

델 공유와 전파 및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 기타 행사와 같은 시간에 소강의실에서 진

행되었다. 청년 포럼을 통해 한-베트남 학생들간의 2012년도 프로젝트 주제를 발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알콥유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4개 기업 총 8명이 참여한

알코벡 워크숍에서는 인도네시아 알코벡 출범식을 포함하여 한국 알코벡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내용으로인도네시아 알콥기업인 엽합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열렸다. 

특히 이 날 오후에는 2011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인도네시아 발리 내

SMA5 공립 고등학교 및 그랜드발리비치호텔에서 진행된 AEEP의 결과발표와 알콥

체육대회, 문화교류의 장인 알콥의 밤 등이 이어졌다.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총 91명이 참여한 이 행사에서는 창의성, 외국어 능력, 국제사회에 대

한 이해 등 청소년의 미래 핵심역량 및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주제로 한 다국적 팀 프

로젝트 활동의 결과가 공유되어 모든 참여자들에게 깊은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 제5차 AEMM 부대행사로 진행될 AEEP 파일럿 테스트 피드백 자료

를 획득했으며, 참가자에게 알콥 및 AEEP 홍보를 했다. 

익일 오전 10시부터 11개국 대표 및 2개 국제기구(APEC 사무국 및 ADB), 총 26명

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교육컨소시엄 회원국간 활동점검과 제5차 교육장관회의 안내

를 위하여 APEC 미래교육컨소시엄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2011

년 알콥 지부별 활동 경과 공유, 회원국별 알콥체제 구축 협의, 2012년 AEMM 홍보

및 참여 협의, APEC HRDWG과 알콥 간 연계방안 협의, 2012년 포럼 및 컨퍼런스

행사 내용에 대한 논의 및 제안, 2013년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국 협의 등이 진행되

었다. 

이번 행사로 APEC교육포럼은 APEC 교육장관회의와 정상회의 비전을 계승 지원

하는 준비포럼으로 국제적 교육이슈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을 고조시켰다고 평가되

었다. 

제7차 APEC미래교육포럼 제9차 국제알콥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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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 하나하나 마다 정성과 진심이 가득 담겨있었습니다. AEEP 개최를 알리는 멘트가 들

리고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전통춤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만나보는 새로운 문화에

환호의 박수를 보내며 감탄의 또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이들은 서로 자신이 속한 팀으로 흩어져 온라인으로 만나보았던 친구들을 직

접 만나고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환경팀 ‘D'조, ’E'조 학생들을 지켜

보며 자라온 환경과 언어도 다르지만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노력들에 많은 감동을 하였습

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소통을 하는데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이 아이들도 아는 눈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친구들의 많은 준비로 인해 프로젝트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어

떤 아이는 이미 발표 자료까지 만들어 조원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대견함과 성실

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덴파사르지역에서도 학업수준이 뛰

어난 아이들이 AEEP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

란 편견을 벗어나 객관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려고 해도 인도네시아 친구들에게는 친절

함과 진실함이 늘 느껴져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손수 만든 재활용품들에 대해 저마다 자부심을 가지고 친구들과 즐거워하고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진정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건 이 아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친구들의 전통음악과, 춤 공연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초등학교 친구들의

설장구, 사물놀이 공연, 귀여운 말레이시아 친구들의 율동과 노래, 태국 왕립학교 아이들

의 기품있는 춤사위는 AEEP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물론 각국 선생님들, 교육 전문가 분

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박수를 치고 웃고 즐거운 시간

을 보낼 수 있었기에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발표를 하며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설명하는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성숙해지고 남다른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을 꺼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AEEP에 참여한 소중한 경험이 훗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미

래가 궁금해지는 시기에, 우리에게는 아쉬운 작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서로에게 많은 정이 들었는지 서로 부둥켜안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면

서 제 마음 한 구석도 찡하게 올라오는 무언가 때문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AEEP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고 남다른 경험을 통해 더욱 큰 꿈을 키울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확신하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해봅니다.

Forever ALCoB

고 봉 청
ALCoB-T 1기 / 도개고등학교

‘제7회 APEC미래교육 포럼 & 제9회 국제 알콥 컨퍼런스’의 부대행사로 함께 치러진

AEEP에 한국을 비롯하여 4개국의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폐품의 재

탄생’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아이들이 함

께 모여 환경을 위한 고민과 자원의 재활용 방법을 몸소 실천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런 뜻 깊은 행사에 함께 참여한 것을 크나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로 향하기 전 잠깐의 불편함을 겪어야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 근처 특급호텔에서 하룻밤을 무료로 숙박하는 즐거움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상기된 아이들의 표정을 보며 제 자신

도 감회에 젖었습니다. 제일 처음 인천공항에 왔을 때, 낯설고도 신기했던 감정들이 떠올

랐습니다. 겉으론 덤덤한 척 해도 마음속에 떠도는 긴장감,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순간 불끈 주먹을 쥐고 심호흡을 했던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이 흑백영화처럼 스쳐지나갔

습니다. 

인도네시아 덴파사르공항에 도착하자 우리를 반기는 것은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습한 기운과 뜨거운 태양아래 열심히 짐을 버스에 옮겨 싣고 SMA

N5 학교로 향했습니다. 우리를 태운 버스가 학교 앞에 도착하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SMA N5 교장선생님 및 교직원분들,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환영식을 성대히 열어줬습

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지역의 전통의상을 입고 꽃다발을 건네주는 학생들의 몸동작, 손

포럼 및 컨퍼런스 참가교사 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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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ontest

경, 교과교육, 저작권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총 28개의 콘텐츠가 경쟁하였다. 수상은 각 팀별로 이루어

졌으며, ‘태양계를 보호하라‘라는 주제로 한 PBL 기반의 초등학생용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

‘Creative Minds' 교사팀과 ‘각 나라의 문화를 알아가자’라는 주제의 여행정보 제공에 특화된 온라인

위키피디아 프로그램을 개발한 ’C.C 학생팀이 각각 1등상으로 선정되었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24일 열린 IT&ICT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전은 UN에서 발표한 8가지 밀레

니엄발전 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해서 IT 또는 ICT 기술을 어떻

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 모색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절대빈곤과 기

아퇴치’를 주제로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스마트폰 기반의 기부 프로그램을 선보인 ‘UXTRACK’팀이

1등상을 수상했다. 

한편 같은 날 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최된 비즈매칭은 국내외 이러닝 분야의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정보

교환 및 사업협의 등이 이루어졌으며, 해외7개, 국내10개의 이러닝 기업이 참여하여 기업간 ICT 관련 인

적, 물적 교류를 위한 성공적인 상호 협력을 체결했다. 

전체 행사의 마지막 날에는 각국별 교육정책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가국별 이러닝 정책과 교육현황

에 대해 발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Summit이 열렸다. ‘미래교육을 위한 ICT활용 교육정보화 방향

과 협력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가별 ICT를 활용한 교육에 관한 정책과 전문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현황,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내용과 글로벌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가이드라인과 지원 방향의 협의를 위

한 내용의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만족도 평가에서 교사는 4.04, 학생은 3.81(총 5점 만점)로 매우 우수

한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평가는 콘텐츠 개발 유의미성, 교육과정 체계성, 의사소통, 숙박시설 편리성,

장비 사용 편리성, 온라인 지원시스템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뿐만 아니

라, 다국적 참가자의 편의사항 지원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본 대회를 통해 최초로 15개국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참가자들이 함께 다국적 팀을 이루어, 그 특성을

살려 각국의 사회, 문화 요소 등도 고려한 글로벌 이러닝 콘텐츠를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참가국들의 뜨

거운 관심 속에서 첫 발을 내디딘 e-ICON 세계대회가 향후 국제 이러닝 분야의 선도자로서 그 역량과

리더십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제 1회 e-ICON 세계대회 성황리에 폐막
- 글로벌 교육현장의 ICT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축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

와 APEC 국제교육협력원(IACE)이 공동 주관하는 이러

닝 및 ICT 활용 교육 축제인 ‘제1회 e-ICON 세계대회

(e-ICON: e-learning International Contest of

Outstanding New ages)'가 서울에서 2월 17일부터 9

일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1차 e-ICON 세계대회는 글로벌 교육현장에 적

합한 ICT 활용 교육콘텐츠를 개발과 공유를 목적으

로 15개국 교사, 학생, 교육정책가, 기업인 등 총 363

명이 국제연수, 경진대회, 공모전, 비즈매칭, Sum-

mit 등의 행사에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는 여러 국가의 교사와 학생들이 이러

닝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국제연수’와 이를 기반으로 서로 협력하여 개발한 콘텐츠를

발표하고 겨루는 ‘경진대회’, 국내 대학생들이 IT기술을 활용하여 UN의 밀레니엄발전 목표달성을 위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아이디어 ‘공모전’, 국내외 이러닝 분야의 기업인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만남

의 장인 ‘비즈매칭(Biz-matching)’, 각국 교육 정책가들이 참여하여 이러닝 관련 정책과 교육현황을 발

표 및 논의하는 ‘Summit'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첫 번째 행사로 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이러닝 콘텐츠 개발 관련 국제연수는 교사와 중고생들이 참

여하여 전문가의 지도하에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대한 연수를 받았으며, 연수 참가자들은 23일부터 25

일까지 이러닝 콘텐츠 개발 경진대회에 참가해 다양한 국적으로 이루어진 팀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개발

한 이러닝 콘텐츠를 발표하였다. 교사팀과 학생팀으로 구분되어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서 국제이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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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e-ICON 세계대회

제 1회 e-ICON 대회가 12 개국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다. 교사부분과 대학생 , 중고교생부분으로 나뉘

어 열린 이번 대회는 각자의 기량을 겨루고 함께 참여하여 교육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대회다.  

•준비 참가 신청을 하고 나면 다른 나라의 참가자들과 한 팀을 이루어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사전 준비를 하는

단계다. 온라인을 이용하여 팀블로그를 만들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에세이도 써야 한다. 교육과정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도 하며 개발할 주제를 정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구상을 하며 자료도 준비한다. 우리팀은  인도네시아의 SMK

Negeri 4 Malang의   SMK Negeri 4 Malang , SMK Negeri 1 Surabaya , SMK Negeri 1 Surabaya의 Zaroh

Wiraswastika 선생님과 한 팀을 이뤄 참가하였다.

•훈련, 개발 이 대회의 특징은 개발 훈련을 받는 것이다. 현장에서 실시하는 개별 훈련을 통하여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방법 등을 소개하고 훈련하며 개발 하는 것이다.

우리 팀은 ocupation Quest season2를 개발하였는데 진로지도 자료이다. 맨 먼저 서로 토론 하고 개발을 계속하였다.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토론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작업을 반복하였다. 사전 프리젠테이션과 중간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여

보고를 한다. 

우리팀은 각종 자료를 웹사이트에 올려 공유하였다. http://ictmsn.org/OQ2011/ Ocupation Quest. 

•발표, 시상 마지막날 서로의 기량을 겨루는 소프트웨어 발표를 하는데 매우 진지하고 열정적

으로 발표한다. 학생들의 발표는 참으로 진지하고 뜨겁다.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은 가슴을 설레

게 한다. 발표 이후 사용 계획을 협의하기도 하고 그간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는 순간이다.  우

리는 best cooperation 상을 수상하였다. 개발된 자료는  이후 온라인에서 공유 활용하기로

하였다.    

•일상의 즐거움 우리가 함께 묵으면서 식사는 각자 해결해야 하는데 무슬림이라서 식사에 제

한이 있었다. 매 끼마다 돼지고기 요리를 피해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로 식사하면

서 이야기를 나누고 친밀도를 높일 수 있었다. 지금도 온라인 상에서 서로 안부를 물으며 교류

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안부를 묻기도하고 2011년 11월 발리포럼에, 대

회에 참가했던 선생님께서 가족을 데리고 배로 9시간을 달려 찾아와 융숭한 대접을 하여주었

다,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덤으로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각시도를 대표하고 각국을 대표하여 참가하는데 우리학생들

과 해외 참가자 모두 참가 증명이 진학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세계의 친구들과 함께 교류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쁨

과 함께 세계 친구들을 깊이 사귈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다. 학생들도 페이스북으로 교류한다. 서로 교류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다.

세계가 함께 만든다

김 창 현
ALCoB-T 1기 / 경일여자고등학교

황 하 선
ALCoB-T 1기 / 여수구봉중학교

제1회 e-ICON 세계대회 참가 수기

For the better Education of World

컴퓨터 활용 능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던 나였지만, 다년간의 국제교류 경험이 많았던

나에게 제1회 e-ICON 세계대회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다. 그리고 당시 예술계 고등학교

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

다. 특히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국제 교류의 경험 기회가 거의 없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재능과 창의성을 맘껏 펼치고 다른 나라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아 참가신청을 했다.

캄보디아 팀을 배정받았고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배낭여행을 한 번 다녀온 국가여서 그런

지 그 국가 선생님, 학생들과 쉽게 동화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한국-캄보디아 문화 이해’

를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밤새 발표 자료를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 참여

했다는 생각을 했었다. 서로간의 의사소통에 힘든 점도 있었지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것을 컨텐츠로 담아내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캄보디아 선생님들과는 ‘ASEAN(동남아시

아 국가연합)’에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면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아울러

캄보디아 선생님들의 놀라운 컴퓨터 기술 능력에 또 한번 놀랐다.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Bunheng 교감선생님(지금은 교장선생님)과는 양국의 교육 현실을 이야기하고 기회

가 되면 양국간 교육 교류도 확대시켜보자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

캄보디아를 방문하게 된다면 정말 영광일거라고 분위기를 친근하게 만들어 주셨다.

대회에서는 좋은 결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양국간 시각차이의 폭을 좁혔으며 국

가간 교육 교류의 초석을 마련한 것 같아 뿌듯함도 느껴졌다. 서로의 헤어짐

을 아쉬워하며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고 제1회 e-ICON대회를 마쳤다.

Beyond e-ICON

제1회 e-ICON 대회가 끝나고 가끔 우리는 이메일을 통해 서로의 안부

를 묻고 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면서 가끔 지난 대

회의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중 내가 베트남에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기회가

생겼다. 베트남은 예전에 보건복지부 주관 ‘꿈과 사람속으로’라는 해외자원봉사

참가교사 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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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베트남)을 진행했던 곳이라 그 때 우리를 도왔던 현지 코디네이터와도 다시 만

날 수 있었다. 베트남을 방문 중 호치민에서 프놈펜까지는 버스나 배로 쉽게 갈 수 있다

는 이야기를 듣고 메콩강을 따라 배를 타고 캄보디아로 들어갔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캄

보디아의 교육 현실은 어떠하며 모두들 잘 있는지도 궁금했다. 

한국에서 만난 후 캄보디아에서 다시 만나니 그 반가움은 두 배 였던 것 같다. 킬링필

드(Choeung Ek-청아익)와 같은 프놈펜 곳곳의 유적지와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학교 등

을 돌아보게 되면서 캄보디아의 현실을 눈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쉬웠던 건 방학

중 이라 현지 학생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나라의 희망을 발견 하게 되었다. 특히 Sovan

선생님은 방학 기간 중 시골 마을로 가서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봉사활

동을 하고 계신다고 했다. 일정기간 양국간의 학생들을 교환학생 식으로 교류해보는 것

도 괜찮겠다는 이야기도 오고갔다. 

그 당시 함께 참여했던 경북예고 학생들은 이제 모두 대학생이 되었다. 정우진 학생은

영어에 능력이 뛰어나 상명대학교 디자인학부에 영어능력우수특기자로 수시에 합격했

다. 우진 학생은 “e-ICON대회가 자신의 국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수시

모집 면접에서 면접관들에게 e-ICON대회의 경험이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했다. 정지

영 학생 역시 경희대학교 디자인학부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는데 “e-ICON대회를 통

해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의 교류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국제교류 행사에 뜻을 두고 현재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 참가를 준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 두 학생의 미래 무대는 한국이 아닌 세계

가 된 것이다.

이제 제2회 e-ICON대회를 준비하려 한다. 이번에는 지난 번

대회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며 체계적으로 준

비하여 알찬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팀 매칭도 다

시 캄보디아가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제 교류가 일

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제적인 교류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e-ICON대회를 통해 개인적으로 캄보디아와 좀 더 구체적인 교류 활

동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싶다. 또한 학생들도 이 대회가 세계화 시대 글로벌 리더로써

커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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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한류의 주인공이 되자!

오 재 견
ALCoB-T 1기 / 산곡중학교

1. 제 1회 e-ICON 대회 소감 

2010년 12월에 제1회 e-ICON 세계대회에 대한 이메일을 받고 알콥 1기로서 교육으로 다

른 나라에 봉사하고 협력학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학생들과 함께 참가하게 되었다. 나

는 페루 선생님들과 한 팀이었는데, 한국의 정반대에 위치하여 있어서 메신저로 사전과제를

해결할 때 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지만, 다행히 한국은 겨울방학이라 그 분들의 시간

대에 내가 맞추고자 하였다. 메신저로는 서로 대화하기가 어렵지 않았지만 물리전공의 페루

선생님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넘어가질 않아 설득하고 인내하기를 반복하였다. 그런 인연 때

문인지 대회기간에 만났을 때 매우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그러나 막상 대회를

진행하면서 한 분은 영어가 전혀 안되었고, 메신저로 거의 한 달을 만난 분도 실용 영어가 잘

안되어 입에서 스페인어가 불쑥불쑥 나와 소통이 어려웠다. 그러나 페루에 대한 관심과 이해

를 기초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 하였을 때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페루지

역의 사람들의 사고의 근저에 잉카가 뿌리내려 있기에, Incas Forever 프로젝트를 제안하자

잉카의 후예답게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잉카와 한국의 조선이 비슷한 시기

이므로 프로젝트 학습 콘텐츠를 만들고 한국과 페루 두 나라 학생들이 진행을 할 수 있는 사

이트 구축을 하기로 하였다. 사이트 구축은 Hernan Pachas 선생님이 하였고,

https://sites.google.com/site/incasforever/  사이트에서 프로젝트 학습이 이뤄지게

된다. 콘텐츠는 내가 설계하였으며, 짧은 시간 내에 만든 것이라 수정해야 할 부분

이 있지만, 프로젝트 학습을 많이 해 본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내용을 가감하여

진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제1회 e-ICON 세계대회에 참가한 학교 제자는 이번 대회가 시작되기도 전

에 언제 하는지, 자신이 꼭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e-ICON

대회를 통해 팀원들과 도우미 형과 누나 그리고 다른 팀의 외국 친구들과 만나 영

어로 대화하면서 제자의 마음에 간직한 외교관의 꿈을 확고히 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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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카셋사트 대학교, 해강고등학교 방문

지난 3월 2일, 태국 카셋사트 국립 대학의 교수 9명, 교육공학 전공

대학원생 57명, 총 66명이 한국의 첨단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우수

교수-학습사례를 탐방하기 위하여 U-School 모델학교인 부산의 알

콥학교 해강고등학교를 방문했다. 

태국에서 세번째로 역사가 깊은 명문 국립대학 중 하나인 카셋사트

대학에서는 매년 동 대학원의 특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해외우수교

육기관 탐방을 시행하는데, 특히 올해는 제17차 APEC 이러닝 연수

생이었던 카셋사트 대학 교육공학과 코불 교수의 요청으로 한국 우수 U-School 모델학교인 해강고가 선정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방문단은 실제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교수 및 학습 관련 시설들을 둘러보고 실제 수업현장을 체험했다. 방

문단은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시설과 시스템, 부대시설 등에 대해 촬영 및 질문을 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한

국과의 향후 교류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23일 APEC 국제교육협력단(IACE, 김영환 원장)은 몽골 정보통신

우정청(ICTPA, 밧데르단 청장)과 '첨단 IT를 활용한 우수인재 육성, 인적자원

개발 및 교류 활성화, 연구개발, 정책컨설팅 등을 포함한 국제교육협력'을 위

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IACE는 지난 10년간 축적해온 국제교육협력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몽골의 국제교육커뮤티니 구성, 우수인재 육성 및

인적자원교류, 첨단 IT기반 교육지원센터 설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IACE와 ICTPA간 MOU는 몽골 ICTPA가 지난 3월초 IACE에 첨단 IT 기반

인적자원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요청에 이어, 더 나아가 양기관간 공식적

인 협력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를 통해 양기관간 현재 논의중인 ‘첨단 IT기

반 거점대학 설립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의 후속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

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IACE-몽골 정보통신우정청(ICTPA) MOU 체결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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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CE NEWS2.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바라는 소망

제2회 e-ICON 세계대회에서 우리 학생들은 다른 나라 학생들과 한 팀이 되는데, 문화와

언어가 다른 만큼 먼저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로 다가가기를 바란다. 상대방은 우리나

라에 온 손님이고 이역만리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해 줄 때

마음이 열리게 된다. 일부 학생들은 상타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상보다 더 큰 것을 얻고자 해

야 한다. 이렇게 좋은 교류의 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런 감흥도 못받고 간다면 얼마나 원

통할 일인가! 우리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하는 와중에, 외국 친구들에게 한국의 멋을 알리며

우정을 쌓아가길 바란다. 미래의 일을 누가 알겠는가? 나중에 외국 여행할 기회가 있을 때

e-ICON 세계대회에 참석한 친구들을 만나 도움을 받고 그 때의 추억을 함께 나눌지를... 

사실 나는 교사로서 학생들과 함께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여 많은 상을 받았다. 대만 교육

부장관상을 4번 받고, 그 중에 한 번은 그랑프리를 거머쥐었다. 국내 대회에서도 2번이나 우

승하여 교육부장관상도 2번 받았고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교육장급 이상의 상을 받았다.

올 여름에도 표준 올림피아드 금상을 받아 표준의 날에 지식경제부장관상을 받게 된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 번도 상 자체를 위해서 나간 적은 없다. 만일 상을 위해서 나갔다면,

상을 못 받을 때 실망하여 다음부터는 아예 대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상은 내가 최선을 다 한 후 덤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다.

내가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한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대회를 통해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고차원적 사고와 능력이

키워지고 훈련 되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 학생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e-ICON 세

계대회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가기를 바란다. 상

자체보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친구들과 문제해결을 하며 능력이 개발되는 것

을 더 큰 축복으로 알고 도전하는 도전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말이 잘 통하지

는 않아도 가슴으로 다가가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교육 한류의 주인공들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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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차 APEC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HRDWG) 회의,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

2011년 3월 6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제33차 APEC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회의(이하 APEC HRDWG)

가 열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부산광역시, 숙명여대 아· 태여성정보원,

APEC국제교육협력원(IACE)에서 총 18명이 참여하였다. 총 20개국의 1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실무그

룹 총회, 3개분과(교육, 역량개발, 사회보장)별 회의, 주제세미나 등이 개최되어 APEC 역내 교육 및 노동을 포함

하는 인적자원개발 영역의 국제협력 이슈에 대한 협의 및 결정 등이 이루어졌다. 

APEC HRDWG 총회 개회식에는 미국 교육부장관(아른 던컨)과 노동부장관(힐다 솔리스)이 참석하여,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 등 우수한 교육 역량 및 성과를 보이고 있는 역내 회원국를 벤치마킹할 것임’을 설명하고, 또한 ‘양질

의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교육의 역할 등에 대해 피력했다. APEC HRDWG 김영환의장은 동

기간 중 경제기술협력위원회(SOM Steering Committee on ECOTECH, SCE)에 참여하여 크로스컷팅 그룹으로

서 HRDWG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발표를 하고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교육분과(EDNET) 회의에서는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수석대표: 글로벌협력전략팀 류봉희과장)에서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유치의사를 표명하고 APEC 회원국 전원 합의로 한국개최가 결정되었다. 특히 참여 회원국

대표들은 한국의 차기 교육장관회의 개최를 환영하고 APEC 교육의 포괄적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

는 좋은 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한국 측에 전달하였다. 

또한, EDNET 회의에서는 한국의 3개 APEC 교육협력사업(APEC 학습공동체, 미래교육컨소시엄, 이러닝연수)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회원국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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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4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011년도 상반기 국내 알콥워크숍이 부산 호포 BTC 아카데미에서 알콥교사 및

대학생 1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APEC국제교육협력원 김영환 원장의 ‘재능 나눔의 가치와 국제교육협

력단(알콥)의 역할’ 알콥 마인드 고취 특강을 시작으로 2011년도 국제교육협력단 주요활동 및 운영방향 안내, 알

콥상식퀴즈대회 등의 레포형성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APEC국제교육협력원의 대표적인 국제교류프로그램인

AEEP 소개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의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국제교육

협력분야 교사연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이번에는 3기 알콥교사 모집에 지원하여 서류심사에 통과한 51명의 예비 알콥교사들이 참여하여 최종 면접

심사를 치뤘으며, 워크숍에 참여하여 알콥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활동내용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충분히 공유

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 부산을 비롯하여 전남, 경남, 서울로 확대된 알콥대학생은 이번 워크숍에서 첫 번째 전체 모임을 가지고 신

규 회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또한 알콥교사와 팀을 이루어 알콥협력프로젝트 추진 노하우에 대해 멘토링

을 받는 등 알콥 교사와 대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알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알콥 정신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사명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었고, 교사와 대학생

간 친밀감과 유대감 형성하여 향후 공동활동 기반을 조성했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보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국내 알콥의 활동이 기대된다.

ALCoB 전반기 워크숍 & 알콥3기 교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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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항만정책관, 부산시 U항만 연수 참가

지난 2011년 6월 10일부터 17

일까지 7박8일간 부산시와

IACE의 주최로 11개국으로부

터 항만정책관 13명을 초청해

‘자매도시 항만정책관 연수’가

APEC 이러닝 연수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연수는

2009년 IT정책관 연수와

2010년 정보화정책관 전자정

부연수에 이어 부산시 해외 자

매도시의 분야별 핵심인재에

대한 특화된 연수과정이다.더

욱이 올해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독일 함부르크, 캄보디

아 프놈펜, 중국 상하이· 중경· 천진, 터키 이스탄불, 칠레 발파라이소, 베트남 호치민, 뉴질랜드 오클랜드, 러시

아 상떼베테르부르크, 일본 후쿠오카 등 유럽, 대양주, 아시아 각 대륙 대표도시의 항만 정책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각국의 항만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가들로 구성된 연수 참가자들은 부산신항만(u-항만), 부

산북항, 종합물류경영지원센터 견학과 함께 u-기술을 활용한 부산항 운영 효율화방안 등에 대한 특강 등 이론과

현장체험이 접목되어 부산의 우수한 항만 인프라 사례를 자국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부산의 항만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 관광시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누리마루

APEC 하우스, 해동 용궁사, 거가대교, 남포동 등을 견학하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 자매도시 참가자들은 “부산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더불어 항만도시 부산의 영역별 특화

된 IT 활용의 발전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

는 기회를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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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국제교육협력원(IACE) 김영환 원장은 APEC 인적자원개

발실무그룹회의(HRDWG) 운영 및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AEMM)를 위한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7~8월(약 1개월간) 9개 회원국 방문길에 올랐다. 7월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 태

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을 방문

하는 동안, APEC 국제교육협력단 파견(ALCoB Internet Vol-

unteer, AIV) 활동 등 APEC 국제교육협력사업의 주요현안들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첫 방문지였던 인도네시아에서는 긴급준비실무그룹(Emergency Preparedness Working Group, EPWG)과

HRDWG 간 공동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협의하였고, 현지 교육부 및 노동부 대표들을 차례로 만나 제5차 AEMM

에 장관 참석과 논의 의제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중국과 대만 방문 시에는 현지 교육부 및 노동부 대표와의 미팅에서 중국의 APEC 기능개발촉진센터 운영

과 관련해 회원국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협의 했으며, 특히 한국의 APEC 이러닝연수센터 운영사례를 통해 양 기

관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외에도, 김영환 원장은 8월 10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APEC ANSSR(구조개혁을 위한 新전략) 세미나에

참석하여 참가 회원국과 HRDWG의 APEC 구조개혁 기여방안에 대한 협의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세미나 기간

중, APEC 사무국 사무총장(Ambassador Muhamad Noor Yacob)과의 면담을 통해 HRD-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활동 등을 담고 있는 HRDWG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설명과 HRDWG의 역할 관련 APEC 사무국의

요구 수렴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와 관심 확대는 물론, HRDWG 운영에 관한

회원국의 폭넓은 의견 수렴 활동을 통해 HRDWG 수임국으로서 한국의 대외적인 활동과 노력이 회원국 사이에

널리 인식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개최 홍보 및 
HRDWG 운영방안 협의를 위한 회원국 방문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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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전자정부 혁신센터 개원 및 고등교육국 컨설팅

지난 6월 4일, 브루나이 국립대학에서

는 아짐 왕자, 사무차관, 에너지 장관 및

OECD 공보참사관(Minister-Coun-

selor) 등 주요인사가 대거 참석한 가운

데 '브루나이 전자정부 혁신센터 개소식

'이 열렸다. 이 행사의 기조강연자로

IACE 김영환 원장이 초청되어 '경제적 성장에서의 교육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KAIST와 브루나이 국

립대가 공동으로 설립한 브루나이 전자정부는 현지 정부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향후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모바일 IT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어 국민들과 소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주최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김영환 원장의 특강에 참관한 왕자의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는 등 현지 반응이 뜨거웠다. 

이어서 김원장은 브루나이 교육부 고등교육국의 아쉬리 아흐마드 과장 및 실무진과 만나 고등교육국 직업대학 교

육과정 설립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이번 전자정부 혁신센터의 개소식을 통해 브루나이와 한국의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많은 교류,협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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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Ⅲ)가 지난 9월 11일부터 15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다. APEC 인

적자원개발실무그룹(HRDWG) 의장으로서 이번 회의에 참가한 IACE 김영환 원장은 제34차 HRDWG회의(‘12년

2월, 모스크바)개최 준비 협의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한 심화 논의와 협의를 이끌고, '12년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제5차 APEC교육장관회의 홍보를 통해 회원국 대표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위원회(EC),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3개 주요 위원회에 참여하여

HRDWG와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협의를 하는 등 APEC 내에서 HRDWG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입지를 다졌다. 또한 산업과학기술회의(ISTWG), 기술지원연수기관(TATF)와 같은 실무그룹 간 협력을 증진하였고,

HRDWG 노동사회보장(LSPN) 분과회의에서는 주요 이슈 파악과 협력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등 APEC내의 다양

한 포라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APEC HRDWG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프로젝트 추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그 위

치가 한 단계 진보하였으며, 다가오는 11월 제7차 미래교육포럼에서 'APEC교육장관회의 준비회의 및 전문가 심

포지엄을 위한 사전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제5차 APEC교육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였다.

2011년도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Ⅲ) 참석

APEC국제교육협력원은 순천대학교 창의발명디자인센터와 국제교육협력활동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지난

10월 21일 순천대학교에서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향후 양 기관은 교육혁신사례, 국제교육협력 관련 정보 및 휴먼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국제교육협

력 분야의 공동연구를 통한 혁신적 국제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문인력 교류를 통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국제교육협력사업, 교육분야 인적자원의 해외교류 협력 추진에

있어 양 기관이 상호 시너지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순천대 창의발명 디자인 센터와 양해각서 체결

지난 10월 25일부터 5일간 태국 실파콘대학교 교육공학과의 남몬 루앙릿 교수 이하 석사과정 대학원생 28명은

선진 ICT활용교육 현장체험을 위하여 서울압구정고등학교를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ICT 시범수업, 전자강의실 시

범수업 등에 참관하여 첨단화 된 교수법과 교실환경을 체험하고, 아울러 교내 부대시설 견학과 양국 학생간 문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과학중심학교이자 창의경영시범학교인 압구정고를 둘러본 방문단들은 ‘한국의 선진화된 교

육시설과 교수학습법에 감탄했다’고 밝혔다. 태국실파콘대학에서는 이번 방문단 외에도 현 태국 알콥지부 회장인

타파니 타메타르 교수를 비롯한 여러 교수 및 학생이 알콥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태국 실파콘 대학, 한국 압구정 고등학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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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J는 APEC 역내 국제교육협력 학술지입니

다. APEC 회원국 교육 전문가들의 국제교육협력

관련 지식 창출을 자극하고, 관련 분야 지식 데이

터 베이스를 구축하고자 미래교육 관련 회원국 대

표 및 학자의 연구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수

학자 및 학회가 발간에 참여하고 있으며 APEC

교육 사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APCJ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04년

1호, 2005년 2호, 2006년 3호, 4호, 2007년 5호,

2008년 6호, 7호, 2009년 8호, 9호, 2010년 10

호, 11호, 2011년 12호, 13호에 이어 2012년 14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APCJ 발행 목적 

   가. APEC 교육 전문가들의 국제교육협력 및 미래교육 관련 지식
창출 자극 

  나. APEC 교육 전문가들의 국제교육협력 및 미래교육 관련 분야
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APEC 교육 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 증진 및 교수법 공유 

원고 마감일

- 2012년 4월 30일

연구논문 모집개요

   가. 주제영역 :
   1. 국제교육협력 및 미래교육
   2. 인적자원개발 관련
   3. ICT 기반 교육 수범사례
   4. 기타 제영역 교육을 위한 국제협력 등

   나. 논문분량 : 워드 (MS Word) 11pt 20매 이내

   다. 논문작성방법 : APCJ 홈페이지에 안내된  'APCJ 게재원고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원고 제출 및 문의처 

   가. 이메일 : 담당자 허진영 박사 jyeong2001@hanmail.net

   나. 전화 및 연락처 : Tel. 051-515-8617

   다. 홈페이지 : www.acecjournal.org

※ 원고모집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립니다.

APCJ
제14호(Vol.8, No.1) 원고 모집

(Asia-Pacific Collaborative
education Journal) 국제교육협력연구

제8호(제5권 1호) 원고 모집

2008년 1월, APEC국제교육협력원(IACE)은

「국제교육협력연구」를 창간했고, 현재 8호 원

고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국제교육협력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교육협

력과 미래교육을 위한 사업, 정책 및 제도와 학계

의 연구 및 현장 사례 등을 결집하고 국내 관련 분

야의 학자, 전문가, 행정가간 정보 공유체제를 마

련, 국제교육협력 발전을 위한 연구 활성화의 목

적을 띠고 있습니다. 

학술지 8호에 게재할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

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바랍니다.  

학술지 발행 목적

   가. 우리나라 국제교육협력 및 미래교육 발전에 기여

  나. 국제교육협력 및 미래교육 관련 연구 활성화와 정보교류 촉진

  다. 국제교육협력 관련 우수 연구물 발굴을 통해 지적 기반 확보 

원고 마감일

- 2012년 4월 30일

연구논문 모집개요

   가. 주제영역 :
   1. 국제교육협력 및 미래교육 관련 정책, 제도, 사례
   2. 인적자원개발 관련 
   3. 미래교육을 위한 국제협력 
   4. 기타 제영역 교육을 위한 국제협력 등 

   나. 논문분량 : 최대 A4용지 11pt 25매 이내 

   다. 논문작성방법 : 첨부 또는 사무국 홈페이지에 안내된 학술지
게재원고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원고 제출 및 문의처 

   가. 주 소 :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APEC국제교육협력원

   나. 이메일 : 한혜진 연구원 (hjh@goiace.org)

   다. 전화 및 연락처 : Tel. 051-515-8617

   라. 사무국 홈페이지 : www.goiace.org

※ 원고모집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