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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al Design and Students of
Online Courses in Taiwan and UK

대만과 영국의 온라인 강의
교수설계 비교분석
기고자 + Yu-Chih Doris Shih,  Trevor J. Price

APEC 교육동향 

APEC 교육동향

With advances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governments in many countries have been

promoting e-learning by offering more convenient and diverse learning options for student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Taiwan and the United Kingdom have followed such trends and have set up a variety of distance

learning courses. This paper reports how university educators in two different countries, Taiwan and the

United Kingdom, design online learning materials and conduct instruction through online methods using

web technologies. As the authors of this paper, we outlined and compared the different approaches taken in

using virtual learning environments within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two countries. We explain

how we developed these materials based on the programs and technologies offered by our institutions and we

also offer examples of student learning situations. At the end of the paper, recommendations are provided

relating to pedagogical issues. The results will be helpful for educators and school administrators of different

countries. They will be able to see different approaches of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e-intensive modes of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나라들은 점점 더 편리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와 방법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e-Learning을 장려하고 있다. 대만과 영국의 고등교육 기관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 다양한 원격 교육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만과 영국의 대학 관계자들이 온라인 학습 매체들을 구상하는 방법과 웹 기반 온라인 학습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본 연구의 기고자는 대만과 영국에서 고등교육 분야의 가상학습환경을 사용하는 접근방법 차이에 대해 서술하고 비교

분석했다. 또한, 관계 기관(대만 Fu-Jen 가톨릭 대학교, 영국 Glamorgan 대학교)에서 제공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과

기술을 기초로 이와 같은 학습 도구들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끝에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교육학 관련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대만과 영국의 교육자들과 각 학교 행정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고등 교육 학습의 e-intensive 환경에 대한 구상과 실행에 있어 접근 방법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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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e-ICON 세계대회

특집Ⅰ

세계적인 ICT 활용 교육 축제

총 11개국 150명 참여, 서울에서 개최 

2012년 9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 마이크로

소프트(MS)가 주최하고 APEC국제교육협력원이 주

관하는 이러닝 및 ICT 활용 교육 축제인 ‘제2회 e-

ICON세계대회(e-ICON: e-learningInternational

ContestofOutstandingNewages)'가 인천과 서울

에서 개최되었다.

‘e-ICON 세계대회’는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국제

사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

올림픽으로써, 이러닝 분야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국제협력 경험 및 이러닝 네트워크 기반의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협력을 추구하는 세계 이러닝 및

ICT활용 교육협력분야 축제의 장이다. 지난 2011년

제1회 e-ICON세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으며,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진행된 이번

제2회 대회에는 11개국 우수학생 및 교사 총 150명

이 글로벌 팀을 이루어 5일간의 일정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크게 여러 국가의 교사와 학생들이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국제 연수’와 이를

기반으로 서로 협력하여 개발한 콘텐츠를 발표하고

겨루는 ‘경진대회’로 구성되었다.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이러닝 콘텐츠 개발

관련 국제연수는 중·고생부와 대학생부로 나뉘어

ICT분야 선도교사들의 지도와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대한 조언 아래 이루어졌다. 중·고생부와 대학생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국제이해, 환경, ICT활용,

어학 등 8개 주제에 관해, 플래쉬, 안드로이드, IOS 등

다양한 개발환경을 활용한 총 20개의 콘텐츠가 개발되

었다. 

이렇게 개발된 콘텐츠는 ‘이러닝 코리아 2012’의 핵심

독립부스 운영을 통해 각 계 VIP 및 일반 대중에게 전시

및 시연되었으며, 이와 함께 현장에서 각 콘텐츠별로

선호도 조사도 진행되었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 현장 반응도와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였는데, 중·고생

부에서는 플래쉬를 기반으로 세계의 속담을 그림을 통해

배우는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 ‘Supernova'

팀이, 대학생부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 및 학습효과

향상을 위한 모션 인식 바탕 3D기반의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을 개발한 idea+팀이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만족도 평가에서는

총 5점 만점 기준으로 교사 4.34점, 중고생 3.90점, 대학

생은 3.89점을 기록하며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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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다국적 참가자의 편의사항 지원에 대해서

도 좋은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대회 개최를 통해 크게 3가지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이러닝 콘텐츠 개발 분야 우수인력을 양성

하고, 특히 그동안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으나 국제협

력의 기회가 부족했던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 기술

중심학교와 지방대학생들에게 국제교육협력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 교육정책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였다.

또한, 이러닝 코리아대회와 연계를 통해 개발된 결과물을

국내외 귀빈 및 일반대중 등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시하고 본 대회를 홍보하였으며, 국가별 이러닝 콘텐츠

개발 핵심 사안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적으로는 지도교사 배정 등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활동 지원을 통해 우수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참가자들을 글로벌 교육공동체로 등록·

관리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교류가 지속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본 대회를 통해 전세계 11개국의 우수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다국적 팀을 이루어, 각국의 사회∙문화 요소와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상대국에 적합한 이러닝 콘텐츠를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향후 e-ICON 세계대회가 이러닝

콘텐츠 개발 분야의 우수 학생 및 선생님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올림픽으로 발돋움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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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e-ICON 세계대회 대학부 1위 수기

제 2회 ‘e-ICONWorldContest’가 막을 내린지도 어

언 반년 정도가 흘러갔다. 나에게는 정말 느낀 것도, 해본

것도 많았던 5일간의 길고도 짧았던 아쉬운 여정이자 내 인

생의 “터닝포인트”였다. 대회 일정 내내 팀의 지도교사로서 고생해주셨던 유성숙 선생님으로부터 대회 추천

을 받고, 출전 작품 구상을 시작하였다. 문화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공감이 가능한 효율적인 대책 방안을 강

구하던 중 유성숙 선생님의 추천으로 “속담”이라는 주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파트너

들과 언어도 배경 지식도 달랐지만 속담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레 공감대를 형성하여 서로의 성장 배

경, 국가의 특성 등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해나갔다. 현실적으로 5일이라는 짧은 제작기간 안에 프로그

램을 완벽하게 제작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무단한 노력으로 대부분의 기틀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 결국 우리 팀은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대상의 영광을 거머쥘 수 있었고, 프로젝트를 위해 고생하신 최영실 코치님, 팀 파트너들, 유성숙 선생님께

정말 감사함을 느꼈다. 그리고 멋진 추억을 만들어준 APEC국제교육협력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을 돌이켜 보았다. 첫째로 선입견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사상이나 배경을 떠나 사람 대 사람의 도덕성으

로 상대를 평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대회에 참여하며 책임감과 끈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포부와 각오가 생겼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값진 경험을 했던 지난날이 오늘따라 그리워진다.

제2회 e-ICON 세계대회 고등부 1위 수기

대학부 1위 수상팀 소감문

제2회 e-ICON 세계대회

고등부 1위 수상팀 소감문

제2회 e-ICON 세계대회

Turning Point in My Life

백상빈 충남인터넷고

e-ICON 세계대회를 알게 되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어! 이거

재밌겠다.”였다.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고 겨뤄 본다는 것에 흥

미가 갔고, 특히 외국학생들과 같이 팀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에서

매력을 느꼈다. 또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교육공학’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활용해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e-ICON에 참가하던 첫날, 같은 팀인 태국팀 친구들 Suwitcha Ann Jogthong와 Phattarajul Chantaramontree를

만났고, Ann의 방에 모여서 각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친구가 되어갔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되었다.

‘Idea+’라는 작품 주제를 선정하고 ‘학습자들의 온라인 협업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고 나니 자연스럽게 각자의 역할에 몰입하게 되었다. 작품을 만드는 동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자랑도

하고, 격려도 해주며 첫날은 빠르게 지나갔다. 대회 마지막날 작품 전시와 평가 시간에는 마음이 조마조마 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전시 중에도 계속 작품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모자랐다. 그러다 막상 평가가 시작되니 오히려 긴장이 풀렸다.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대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었을 때,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작품에 대한 좋은 평가의 의미보다도, 우리 팀의 협력에 대한 결실이라는 의미가 더 크게 느껴져서일 것이다.

e-ICON은 나에게 전공역량 향상은 물론 외국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한 국제역량 향상이라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이는

교육학이라는 전공을 살려 앞날을 준비하는 나에게도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명언이다.

인간이 사회 안에서 살면 타인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지금도 경쟁과 협력을 오가며 삶을 구성해간다.

e-ICON 대회에 참가하여 태국 친구들과 한 팀을 맺는 기회를 얻었고 그 소중한 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대회는 많은

경쟁자들과 경합하여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e-ICON 대회가 추구했던 경쟁은 팀 간의

협력을 전제한 활동이었기에 기존의 대회와는 다른 의미를 지녔다. 생전 처음 만나는 외국 학생들과의 우연이 인연으로

발전하여 함께 토론하고 결과물 도출에 몰두했다. 때로는 여유롭게 해변을 거닐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 과정

에서 의사소통이라는 중요한 경험을 했다.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로 소통해야 하는 장벽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언어의 벽은 허물어졌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눈빛과 표정으로 시작하여 몸짓까지 우리가 의사

소통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이미 갖추고 있는지도 모른다. 짧은 대회일정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배울 수 있었다.

충인리더스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셨던 유성숙 선생님

께 급한 연락을 받았다. 국제 대회에 참여해 보지 않겠냐

는 질문이었다. 고민 끝에, 고등학교에서의 마지막 큰 도

전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지원 당시에는 그저 ‘추억’을 만들어 보자는 목적이었

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 손으로 처음 컴퓨터 프로그램을 완성해가며 대회 우승에 대한 욕심과 우

리 프로그램에 관한 애착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와 한 팀이 된 친구들은 베트남 아이들이었다. 초신성

’Supernova’라는 팀명을 정한 후 내가 팀 리더를 맡게 되었고,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알아가

는 과정을 겪으며 조금씩 친해질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해 고민에 빠져있던 찰나, 지도교사였던

유성숙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속담’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의 문화에 대해 쉽고 빠르게 이해해 나

갔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동안 어떻게든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베트남 친구들 덕분에 좋은 팀워크를 이

루며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함께 모여 해가 뜰 때

까지 프로그램을 보완시켜갔고 쪽잠을 자며 작업했지만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프

로그램에 대해 칭찬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행복했고 자부심을 느꼈다. 우리 프로그램은 TeamD4명이 완성한 프로그램이 아

니었다. 한 번씩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해보고 문제점을 찾아준 다른 참가자들, 멘토로써 항상 응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유성숙

선생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려 노력해주신 영실 선생님, e-ICONWorldContest라는 멋진 대회를 만드신 모

든 관계자 분들이 함께 완성시킨 프로그램이었다. 이번 대회는 나의 노력만이 아닌 다함께 완성해가는 팀 프로젝트의 시너지 효과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대회 결과보다는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나누었던 시간이 나에겐 더 큰 선물로 남아있다.

Thank you for e-ICON 세계대회
최승원 충남인터넷고

제2회 e-ICON 세계대회에 참여한 후
조권희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경쟁과 협력
전  별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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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나의 첫 번째 해외방문

안녕하세요? 저는 옥과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곡성 글

로벌 해외 다문화 체험 학습’을 통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기회는 저에게 처음으로

해외에 갈 수 있었던 기회이자 아주 의미 있는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에 담임선생님의 추천

으로 간신히 얻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처음 제가 생각하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다리가 4개인 것은 의자 빼고

다 먹는다.’라는 말과 ‘인구, 땅, 문화재의 규모가 매우 크다.’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제가 직접 느낀 중국은 ‘사람이 개미들 보다 많아서

어디 줄을 섰을 때나 길을 갈 때는 새치기가 많이 일어나며, 사람들은

어디서나 담배를 피우고 음식은 너무 다양하고 특이하지만, 한국인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문화재는 그 명

성과 같이 웅장함과 현란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훌륭했고, 우리가

사귄 중국 친구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무슨 일이든지 빨리하라 재촉하지

않으며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북경 12중학교에서 중국

친구들과 친해지게 된 과정들입니다. 처음 만난 날에는 정말 어떻게

친해지나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중국친구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데

제가 영어를 못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답답하고 어색함을

느껴, 제가 먼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잡고 나가고 같이 밥 먹고 짧은

영어실력이지만 대화도 걸었습니다. 중국친구에게도 이런 제 진심이

ALCoB-L 수기1

특집Ⅱ

김 혜 원
옥과중학교 2학년

통했는지 그 후로는 장난도 주고받고 프로젝

트도 열심히 함께 만들어가면서 서로 각자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았습니다.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바로

중국 친구들이 알려준 북경의 또 다른 매력

입니다. 자금성 주변에는 건물이 낮고 옛

모습이 보존된 건물이 많은데, 자금성과 점점

멀어질수록 건물이 높아지고 모양도 독특해

져서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재미

있는 이야기를 해준 중국 친구들에게 저는

우리나라의 k-pop 가수들을 소개 시켜주고

한국의 노래도 같이 들려주었는데 그 덕분에

중국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고 중국친구들도

제게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북경 12중학교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북경 12중학교는 전통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하며 학생들이 전통악기

나 전통 무용 등을 하나씩 할 수 있도록 가르

치는데 그 실력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학교도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악기를 모든 학생들이

하나씩은 연주할 수 있게 가르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다른 교과목들도 중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하여 교과서

안에 없는 우리나라의 숨은 역사 사실들을

더 자세하고 재미있게 가르쳐줘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학교로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거리를 돌아볼 때 외래어가 아닌 자국어로

쓰여진 중국 상점의 간판들을 보며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

처럼 코카콜라나 이마트 등 외국회사들의

이름을 순 우리말로 바꿔버리면 간판들이

참 아름다워질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래어는 자제하고

순우리말을 자주 쓰면서 우리 글의 정신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저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과 새롭게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을 고치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 나라의 현지친구가

생겼다는 것에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번 체험 활동이 제 인생의 반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가 꿈꾸고 있는 역사

학자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수많은 경험을

쌓아 나갈 것입니다.

두려움과 설레임이 함께 한

나의 첫 해외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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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호 준
옥과중학교 3학년

일본에 간다는 그 기대감에 손에 잡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 기대되어 밤잠을 설치고 부모님께 너무 들뜬거

아니냐고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설렘 끝, 일본가기 전 날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드디어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는

일본으로 출발했습니다. 처음 발을 디딘 일본은 한국과 많이 달라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첫 인상은 질서있고

청결하고 쓰레기하나 없는 길거리였고, 이를 통해 일본의 멋진 시민의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방문지였던 신사에 가는

길, 그때 보았던 아담한 가게들과 아늑한 거리가 일본에 대한 포근하고 아담한 첫인상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일본 방문 일정 중 기억에 남는 경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부모님들 집에서 민박체험을

한 것입니다. 첫 날 오후, OT가 끝나고 처음에는 낯선 다른 나라의 민박집에서 머물러야 한다는게 걱정되기도 했으나 점점

일본 부모님과 정을 쌓아갔고 함께 온 한국 선생님, 친구들과의 어색함도 사라져 갔습니다. 집합 장소에서 20여분을 차로

달려 도착한 일본 부모님의 집은 전형적인 일본식 집이었습니다. 일본 부모님들과 대화 후 그 집의 지붕이 200년이나 지났

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절대 흔히 볼 수 없는 그분들의 전통성을 느꼈지요. 일박 이일동안 그곳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처음으로 일본온천에 다녀오고 눈물날정도로 맛있었던 푸짐한 일본 부모님의 손맛을 느끼고 직접적으로 일본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또 농사일 도와주기 등의 여러 체험이 멋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일본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한집에서 지내며 서로 교류했던 것은 잊지못할 추억입니다.

두 번째는 벳푸의 관광명소인 지옥을 순례했던 것입니다. 평소 일본하면 온천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사전에 온천에

대해 조사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온천들은 인터넷의 사진들처럼 멋진 풍경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처럼 맑거나

2012 AEEP,
일본에서의 추억

피처럼 강렬하고 야생의 포스가 흐르며 분노하는 것처럼 부글부글 끓고 창처럼 높이 솟아오르며 스님머리처럼 우스꽝스럽

기도 한 여러 성격의 온천들은 제각각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온천들을 순례하면서 자연의 힘과 아름다움을 느꼈

습니다. 한국에서는 듣도 보도 못할 이 신비한 온천들을 본 것이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옥온천의 멋진 풍경 속에서 생활하는 그 지역 일본사람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타나라 사람들을

정성으로 맞이하고 대접하는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도, 일본 친구들은 항상 밝은 표정으로 다가와 정성과 친절을 보여주

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하루동안 저희를 보살펴주신 일본 부모님과 같이 즐겁게 교류했던 일본 스마이스 축구단 친구들,

염색체험 등 여러 체험을 도와주신 대학생 누나들에게 너무 고맙고 이분들의 친절과 정성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얽힌 역사 때문에 국민들에게 여러 오해와 비판적인 관점이 많습니다. 저 또한 일본인들에 대한 부정

적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류를 통해 역사로만 그 나라의 국민들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헛된 일이라고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보살펴주셨던 일본 부모님도, 잘생긴 친구들과 재치넘치는 축구단 친구들도, 언제나 웃으며 대해

주신 예쁜 대학생누나들도, 여관에서 우리가 많은 사고를 쳐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신 여관 아주머니도 이제는 한국 부모님

친구들 만큼이나 소중한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친구들이 친근한 정으로 다가와 주어서 오해를 씻었고 더욱 재밌고

보람찬 날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든 우리 친구들과 누나들, 일본 부모님들은 좋은 분들이셨지만 살짝 저희와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째는 한국영어와 일본영어와의 발음 차이입니다. 그 때문에 스마이스 축구단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소식 문화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반찬의 양이 많아서 부담없이 먹을 수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 차이점들이 차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나라의 문화이고 습관이기에 좋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일주일간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문화는 물론이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경험과 추억을

쌓았습니다. 일본에 다녀오고 나니 떠오르는 생각 또한 많습니다. 일본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아직 부끄럽기도 하고, 일본에서

만났던 친구들도 떠오르고, 쌓았던 추억들도 생각납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에 다녀오고 나서 일본과 한국 서로에 대한 비판

적인 생각을 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깨끗한 환경, 친절한 사람들 등 한국이 배워야 할 점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두 나라가 서로의 고정관념을 깨고 우호관계로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 체험은 저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주었고, 멋진 분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해준 일본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맞게 수많은 나라들을 다니며 교류하고 싶습니다.

ALCoB-L 수기2

특집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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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 빈
ALCoB-T 3기 / 학현초등학교 교사

나눔과 공유의 아름다운 장.
베트남 AIV

개회식을 시작으로 워크샵의 막이 올랐다. 기조연설을

한 후 인사말을 하는 오전 세션이 끝나고, 사진 촬영기법을

배우는 오후 세션이 시작되었다. 사진을 찍는 기본적인

자세와 사진 촬영 각도, 사진 찍기에 가장 좋은 빛의 방향

등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강의가 한국어로 진행되었기에

함께한 이수정 선생님과 영어통역을 하게 되었다. 연수

장소가 냉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덥고 지칠 만도 했지만, 팀원 중 그 누구 하나 찌푸리지

않고, 웃는 표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알콥의 힘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베트남

선생님들과 한국선생님들이 조를 이뤄 밖에 나가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 둘째 날은 사진 편집 프로그램과 동영상 편집 프로

그램을 배우는 일정이었다. 베트남 선생님들 대부분이

자신의 랩탑을 가져왔는데, 버전도 다양하고 컴퓨터의

사양도 다양하여 연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점검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매일 그러하였지만,

우리 팀은 하루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미팅을 갖고

일정이 끝난 후에 하루를 반성하는 미팅을 가졌다. 이런

시스템이 서로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게 하는 것 같았다. 

연수 마지막 날은 전날 협의를 통해 준비한 Q&A를 시작

으로 동영상 실습 만들기를 하였다. AIV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도움을 요청하는 베트남 교사들에게 진지한 자세로

도와주었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7명의 베트남 선생

님들이 자신의 결과물을 발표했는데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작품을 완성한

노력이 돋보였다. 짧은 시간이지만 같은 교사라는 입장에

서 서로가 가진 것을 공유하고 배우며 어느덧 성장한 우리

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AIV 첫 모임이 있었을 때 지도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베트남에 갔을 때 중요한 건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베푼다,

도와준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더 일찍 이런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이 더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서로 공유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봉사라고

하면 누구를 도와준다,

당신보다 내가 상황이 더

낫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라

는 시혜적인 입장으로 치우치기가

쉽다. 하지만, 이번 봉사단 활동을

마치면서 그들에게 내가 준

것보다 내가 얻은 것이 더

많음을 느낄 수 있었

다. 교사로서 가르침

에 대한 나의 재능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하는 말도 다

르지만, 차이를 극복하

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대화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가 주

어졌다는 점. 이런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여행사를 통해 여

행을 가더라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번 AIV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

묵히 수행했던 AIV 구성원들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

힘든 내색 없이 항상 웃고 서로를 격려했던 것이 바로 베트

남의 찌는 듯한 더위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다.

나눔과 배움의 장, 베트남 AIV. 나에게 잊지 못할 2012년

여름의 추억이 될 것 같다. 모두에게 말하고 싶다. 신 깜언!

(베트남어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뜻이다.)

*AIV란?

APEC국제교육협력단 파견(ALCoB Internet Volunteers,

AIV)은 알콥 교사 및 (대)학생들이 매년 APEC 회원국에

파견되어 선진 교육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하고 공유하는,

APEC 역내 최대 인적 네트워크인 알콥 기반의 특화된

교육 봉사활동

ALCoB-T 수기

APEC국제교육협력단

2011년 알콥교사로 APEC 국제교육협력단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나는 교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국경을 넘어 다른

교실에서 공부하는 또 다른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설렘과 기대가 가득하였다. 그래서

2012년 여름 AIV(Alcob Internet Volunteer)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썼고, 운 좋게도 1지망 국가인 베트남에

합격하게 되었다. 여느 프로그램이건 마찬가지이지만 막상

가서 활동하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과정과 시간이 더 중요

하다. 우리 팀의 경우에는 베트남 AIV에 경험이 많으신

엄우용 교수님(계명대)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한결 준비가 수월했으나, 지도교수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구성원이 타 지역 분들이어서 준비과정에 참여하

기가 어려워 나 자신이 한 역할이 적어 죄송한 마음이 컸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는 내가 맡은 역할 뿐만 아니라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우리가 워크샵을 할 퀑닌으로 가는 길. 도착한 곳은 하롱

베이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한 하롱시였다.

하롱베이는 우리나라 제주도 보다 먼저 세계 7대 자연경관

으로 뽑혔던 곳이기도 했다. 그 이후 우리가 워크샵을 하게

될 하롱시의 한 학교로 향했다. 그곳에는 몇 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40명이 넘는 연수생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었기에 학교 관계자에게 부탁을 하여 컴퓨

터를 더 설치하고, 다음 날부터 사용할 프로그램을 깔고

배너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나씩

해나갔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날씨인데,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니 온몸에 땀이 흥건하였다. 그래도 내일

연수생들을 맞을 생각을 하니 힘든 줄도 모르고 준비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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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여행을 참 좋아한다. 하지만 AIV에 참가하여 떠나게 되는 여행은 나에게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 주는 것

같다.  AIV에 참가하면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 여행객으로서가 아니라 AIV에 참가하는 민간 외교관이라는 사명

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는 10일 동안 태국을 느끼고 돌아왔다.

2011년 필리핀 AIV에 참가하면서 인연을 맺고 벌써 두 번째 AIV이다. 언제나 그랬듯 떠나기 전은 항상 분주하다.  필리핀

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의미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이번 태국AIV에서는 많은 것을 준비하고 또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다.  AIV는 ‘준비한 만큼 느낄 수 있다.’

태국 AIV에서 건축 디자인을 전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과 한국의 전통가옥에 대한 주제로 AEEP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각 나라의 전통가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특징을

살린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었다. 특히 이번에 간 콘켄지역은 태국 전통의 수상가옥이

없는 형태여서 사전조사로 알고 있던 태국 전통가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콘켄대학교에서

마련해준 차량을 타고 태국학생들과 전통가옥을 직접 방문해 인터넷으로는 알 수 없는 생생한 경험

을 하며 AEEP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미처 알지 못했던 건축적인 지식도 배울 수 있어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 반대로

태국 대학생들에게 한옥에 대해 알려주며 서로에 대해 이해 할 수 있었다. 기후변화가 없는 태국에서 한국의 온돌 구조는

학생들에게 신선한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각 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의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어떤 장점들을 하나의 집으로 접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았다. 태국은 우기가 길기 때문에 2층 주거가 주를 이룬다. 때문에 집을 2층으로 만들고 습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한옥의 구조를 접목시켜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마침내 조화를 이룬 하나의 집을 만들 수 있었다.

하나의 모형을 만들면서 팀원이 오랜 시간 함께 있었기에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었고 밤늦게 야식을 먹으며 국가를 뛰어넘는

우정도 만들 수 있었다. 특히 전공인 건축 지식을 활용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 다들 열심히 참여해 준 덕분에

우리 팀은 AEEP 활동 최종발표에서 2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AIV는 AEEP활동이 끝이 아니다. 활동이 끝난 오후에는 대학생들과 함께 시내에 나가 주변 문화체

험을 하였다. 특히 우리가 태국에 방문한 날 태국의 불교 관련 행사가 있는 기념일이라 사원에도

가 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태국의 종교문화가 참 흥미로웠다. 특히 높은 탑

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은 큰 인상을 남겼다. 태국 학생들은 일정이 끝난 후에도 함께 움직이

며 가이드를 자처했고 친절한 설명과 많은 도움으로 태국을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배 종 권
ALCoB-U / 동아대학교

태국 AIV를 다녀와서 AEEP 활동을 하지 않는 날에는 주변 초등학교에 방문해 문화교류 수업을 진행했다. 제기차기와 딱지치기를 함께 하면서

학생들에게 한국전통놀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초롱초롱 하던 아이들의 눈빛과 놀이를 통해 소통 할 수 있었던 그

때의 희열은 지금도 참 그립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또 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옥에 대해 소개하고 함께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한국을 대표해 한국문화를 알리고 어린 친구들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한국에 대한 기억을 만들어 줄 수

있어 뿌듯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AIV에 참가한 덕분에 느낀 대한민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내가 꼭 필요한 존재

가 될 수 있다는 뿌듯함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있다.

매년 AIV 활동은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된다. 필리핀에 이어 이번에 태국,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올

해도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대학생으로서 많은 행사

에 참여하였지만 나에게 있어 AIV는 그중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다. 외국에서의 경험들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 까지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고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외국 친

구들은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부를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은 경험을 쌓고자 외국으로 봉사활동을 떠난다. 심지어 많은 돈을 주고 떠나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도와주러

가는 활동은 그 자체로의 의미일 뿐이다.

나는 AIV를 통해 사랑도 우정도 느낄 수 있었고 더 큰 보람과 행복으로 큰 꿈을 꾸며 돌아 올 수 있었다. 앞으로 많은 대학

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처럼 보람 있는 일에 많이 힘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을 가져본다.  ALCoB Forever!

*APEC 학생교류프로그램(AEEP)이란?

국내외 학생들이 다국적 팀을 이루어 스스로 기획한 프로젝트 기반 국제교육교류활동에 직접 참여(체험)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차세대 두 나라가 중요한 건 한국인 일본인 태도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인재 양성 과정

ALCoB-U 수기

APEC국제교육협력단

태국과 한국,
하나가 되다.

우리는
민간 외교관

대학생활의 꽃
A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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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알콥 지부 창단 

2012년 12월 1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

내 체제적 교육 혁신 및 APEC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알콥 지

부의 창단식이 열렸다. 이날 행

사에는 말레이시아 교육부 차

관 위카시옹 외 교육부 인사,

알콥 회원, AeLT(APEC e-

Learning Training Program)

연수생, 타 정부기관, 기자단

등 총 200명 내외의 대규모 인

원이 참석했다.

김영환 원장의 환영사로 일정

의 막이 올랐으며, 멕시코 알콥

과 러시아(사하) 알콥의 축하 동영상 상영이 이어졌다. 뒤이어 말레이시아 교육부 차관 환영사와 알콥 회장, 부회

장, 사무국장 임명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알콥기 증정식과 단체 사진 촬영을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또한,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APEC국제교육협력원 김영환 원장이 직접 말레이시아 알콥 창단식 및 다양한

알콥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알콥의 우수성에 대해 널리 홍보하였다.

이번 말레이시아 알콥 지부 창단을 통해 총 7개의 해외 알콥 지부*를 구축(* 러시아, 멕시코, 인니, 태국, 필리핀,

하와이, 말레이시아)하고, 한국 주도 APEC교육협력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이를 말레이시아 교육부 산하기

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한국과 함께 최초로 알콥이 탄생한 말레이시아에서 진행

된 창단식이었기에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01 IACE-태국 콘켄대학교 간 MOU 체결

2012년 9월 24일, 태국의 콘켄대학교(Khon Kaen University, KKU)의 학술 및 정보기술 부총장, (부)학장, 교수

및 행정가 방문단이 국제교육협력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APEC국제교육협력원을 방문하였다. IACE 관계자

들은 KKU 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이하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양 기관의 교육 경험 및 지식 공유를 위한 교

육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이후 방문단은 부산대학교 인덕관 원격강의실을 탐방하며 원격강의 시스템에 대

해 안내받는 시간을 가졌으며, 부산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설립 목적 및 주요 활동과 기능을 소개하는 프레

젠테이션에 참관하였다. 또한, 한국 ALCoB-EC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NSDevil이 참석하여 UBT 시스템과

u-Learning 기반 교육자료를 소개하는 등 방문단을 위한 다양한 일정이 이어졌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IACE는 콘켄 대학교와의 국제교육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PEC국제교육협력원장이자 APEC HRD실무그룹 의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 원장이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의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받아 외교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외교통상부는 2011년 11월에 있었던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공

적 개최와 총회에서 합의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성과에 대

해 유공자들의 정부포상을 추진해 왔다. 포상 수여식은 11월 14

일에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렸다.

개발 원조 분야 세계 최대·최고위급회의인 세계개발원조총회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 세계

2,500여 명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서 개최되어 새로운 개발 원조 규범을 형성하고 향후 방향

을 제시한 바 있다.

APEC국제교육협력원 김영환 원장 외교통상부 장관 표창 수상 03

December  2012

IACE NEWS

02



December  2012

20 21

IACE NEWS

December  2012

IACE NEWS

2012년 1, 2차 알콥 워크숍 개최

2012년 10월 27일 부산 상남국제회

관에서 열린 2012년 제1차 알콥 워

크숍에는 총 60여 명의 알콥 교사,

알콥 대학생, 시도교육청 관계자, 알

콥 기업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하

였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알콥활동

의 학교현장 연계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곡성 글로벌

다문화 체험 학습 프로그램, 제2회

e-ICON 세계대회 등 2012년도

APEC국제교육협력사업의 경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

졌다. 또한, 11월 모집 예정인 국제교육협력 전문가 양성 교원 연수(초급과정) 내용과 일정을 안내받고, 알콥들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된 패널토의를 통해 알콥활동의 학교현장 연계강화 전략에 대해 논

의하였다. 이에 더해 2013년 알콥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알콥교사, 대학생 간담회를 통해 알콥 교사와 대학생들의

발전 방향을 토의하였다. 12월 인도네시아로 파견될 APEC국제교육협력단 파견(AIV) 단원들은 이 자리에서 별도

로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한편, 2012년 제2차 알콥 워크숍은 11월 24일 부산대학교 인덕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50여 명의 알콥 교사, 학

생, 그리고 교육 행정가들이 참석하여 12년도 알콥 활동 성과 및 우수 알콥협력프로젝트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였으며, 내년 알콥 활동 계획을 미리 안내받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국내 알콥교사, 알

콥 대학생, 일반교원을 대상으로 개최된 APEC 국제교육협력 아이디어 공모전의 발표회가 개최되어 창의적인 활

동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나누는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04 러시아 북동연방대학 대표단 IACE 방문

2012년 11월 1일, 러시아 북동연방대학

(NEFU) 부총장 외 3인이 APEC국제교육

협력원을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은 한국 대

학의 IT 활용 모범사례 논의와 러시아 사하

공화국의 알콥 활동 성과 공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러시아 사하공화국에 있는 북동연방대학교

는 2012년 AIV 활동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ALCoB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북동연방대학 방문단은

이번 부산 방문을 통해 한국 대학의 유비쿼터스 활용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교수진 대상 이러닝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IACE와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앞으로 러시아 북동연방대학과 IACE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국제교육협력 전문가 양성 연수 1기 초급

과정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APEC국제교

육협력원 주최로 2012년 11월 19일 개설되

었다. APEC국제교육협력원은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풍부한 알콥 활동을 바탕으로

국제교류 및 교육경력 활동 진행을 위한 전

문 교원을 양성하고자 본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과정에는 30명의 수강인원을 훨씬 뛰어넘는 160여 명

이 지원하며 국제교육협력 전문가 양성 연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의를 체감할 수 있었다.

이번 연수는 11.19(월)~22일(목) 알콥 공식 홈페이지(www.alcob.org)를 통한 온라인 연수와 23일(금)~24일(토)

부산대학교 인덕관에서 시행된 오프라인 연수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을 적극 활용한 블렌디드 학습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이론과 실기, 그리고 실

습, 토론, 발표의 평가 단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탄탄한 학습 구조로 짜여져 연수 대상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

어내고 있다.

향후 APEC국제교육협력원은 점차 증가하는 국제교육협력 전문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013년부터 초급/중급

과정을 함께 개설하고, 연수 대상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교육협력 전문가 양성 연수 1기 초급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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