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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촉진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다년간 프

로젝트이다. 

이번 HRDWG 회의에서 ECP는 다시 한번 회원국들로부터 지지

와 환영의 의사를 받았으며, 향후 ‘14년도에는 ECP모델을 바탕

으로 시범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동 회의에서 중요한 이슈로 논의된 것은 국경간 교육협력

(Cross Border Education, CBE) 이니셔티브이다. CBE는 지난

12년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으로써, APEC 역내 대학

의 학생, 교원, 교육제공자(Provider), 기관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

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HRDWG에서는

정상들간의 합의된 CBE의 추진경과를 공유하였으며, 향후 CBE

추진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본격 가동을 협의하였다. 향후 CBE를

통해서 APEC 역내 교육교류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역량개발 분과 네트워크의 약진이 눈에 띄

었다. CBN은 지난 몇 년간 주관 부처의 모호성으로 참여회원국

이 감소하고 있었으나, 사회 전체의 역량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 그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APEC 전체

의 사회 역량 개발을 위한 많은 노력이 CBN에서 논의되기를 기

대한다. 

내년 APEC HRDWG 회의는 중국의 의장국 수임에 따라 중국 닝

보에서 2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예상되는 주요 이슈는 ECP,

CBE의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내년 9월 중에 베트남에서

개최될 인적자원개발장관회의(APEC Human Resource De-

velopment Ministerial Meeting, HRDMM)의 준비를 위한 경과

보고 및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APEC HRDWG이란?

APEC HRDWG는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인 APEC의 공동번영 및 지역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HRD) 분야의 개발 및 협력방안을 탐색하고 실천을 지원하는 실무그룹이다. HRDWG은 1990년 설립 이후,

하위의 3개 네트워크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바탕으로 교육 및 HRD 분야의 개발 및 협력에 관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HRDWG의 하위 3개 네트워크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분과 네트워크(Education Network, EDNET), 사회 전반의 역량 증진을

담당하는 역량개발분과 네트워크(Capacity Building Network, CBN), 그리고 교육과 노동간 협력증진을 담당하는 노동·사회

보장 분과 네트워크(Labor & Social Protection Network, LSPN)로 구성된다. 

이러한 HRDWG 및 하위 3개 네트워크는 APEC HRDWG 의장(Lead Sheperd, LS)의 리더십에 의해 일정, 역할, 평가 등이

조정된다. 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현재 APEC HRDWG 의장국은 한국이 맡고 있으며, 부산대학교 김영환 교

수가 의장을 수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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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회의 개최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 5일간, 인도네시아 메단에서는 제35차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Human Resource Development Working Group, HRDWG) 회의가 개최되었다. 

인도네시아 메단 위치

APEC HRDWG을 비롯하여 총 17개 분야의 실무그룹회의는 성

격에 따라 매년 1회, 당해연도 의장국에서 개최된다. 이번 2013

APEC 의장국은 인도네시아에서 맡아서 진행되었으며, 이에 수마

트라섬 북단에 위치한 메단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35차 APEC HRDWG 회의에서는 주요 2가지 이슈가 논

의되었다. 

먼저, APEC 교육협력 프로젝트(Education Cooperation Proj-

ect, ECP)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경과보고 및 향후 계획 논의이다.

APEC ECP는 지난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회원국 교육부장관들의 만장일치로 체결된 것으로써,

APEC 역내 교육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협력

사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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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23일(화)에서 8월 2일(금), 11일간 러시아 사하공화국

야쿠츠크에 35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APEC국제교육협력단으

로서 파견되었다. 이번 파견은 서울로봇고등학교의 로봇연수

및 부산 해강고등학교의 APEC 학생교류 프로그램(AEEP)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한-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

한 국제교육협력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이

번 협력단 파견을 통해 알콥 스쿨 간 지속적인 국제교육협

력활동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전체 일정의 첫날인 25일, 개회식에서의 Vasily Maximov

북동연방대학교 교수(러시아 알콥지부 부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러시아 APEC국제교육협력단의 본격적인 활

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사하공화국 민속무용 체험을 통

해 활동에 앞서 한-러 학생들이 서먹함을 풀고 친목

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일정은 이원화하여 운영되었는데, 먼저 서울로

봇고등학교가 참여한 로봇연수 프로그램은 상호 로

봇연수 프로그램으로서, 항공 로봇 및 모바일 로

봇 연수가 진행되었다. 총 16명의 서울로봇고등

학교 학생과 교사가 진행하는 고정익, 회전익 항

공로봇 및 모바일 로봇 연수에 러시아 북동연방대

학과 더불어, 러시아 각지의 학교에서 모인 학생들

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로봇연

수는 A, B, C 3조로 나누어 A,B조는 고정익 및 항공

익 로봇 연수를 교대로 진행하고, C조는 작년 ‘12년의

로봇연수 활동에 이어 CRX10 로봇 심화연수로 구성되

었다. 로봇연수는 서울로봇고등학교 지도교사와 학생의

열정적인 참여로 기대 이상의 교육효과를 발휘하여 러시아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해강고등학교가 참여한 AEEP는 총 17명의 해강고등학교 교사, 학생과 60명

의 야쿠츠크 제2과학기술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양국 학생들

은 팀을 구성하여 전통 문화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팀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

했다. 한-러 학생들은 5개의 팀으로 나뉘어 양국의 민속 명절, 전통 음식, 의복,

무용, 놀이를 주제로 각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체험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다국적 팀을 이뤄 프로젝

트를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도 야쿠츠크 스포츠 종합단지 시설을 방문하여 야쿠츠크

의 전통무예를 체험했으며 승리의 광장을 방문하여 러시아의

역사를 배우기도 했다.

각 학교별로 이뤄진 활동 이외에도 야쿠츠크 보석 박물관 방

문, 야쿠츠크 문화공연 관람, 한국 전통놀이 체험 등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문화에 대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

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얼음동굴 체험활동, 천연 빙하

지역 체험 등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으로 유명한 야쿠

츠크의 신비한 자연을 경험하는 귀중한 추억을 얻기도

했다.

이번 APEC국제교육협력단 파견을 통해, 서울로봇고등

학교는 로봇교육과정 소개 및 로봇교육의 우수성을 널

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러시아 북동연방대학과

로봇워크숍 개최의 정례화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해강고등학교가 주축이 된 AEEP는 참여자들로부

터 글로벌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에 적

합한 프로그램임을 인정받았으며, 상호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세부 팀 주제에 따라 지식과 경험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 인재양성의
싹을 틔우다,
2013 러시아 APEC국제교육협력단(알콥) 파견(A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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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을까?

참으로 황당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기숙사 건

너편에 있는 북동 연방대학교 아파트에는 밝은 햇

살이 빛나고 있었다. 북경 공항에서 야쿠츠크행 시

베리아 항공기를 기다리며 탑승 게이트 앞에서 불

편한 일박을 한 후 러시아에서 보낸 첫 날이라 매

우 피곤한 상태인데도 밖이 너무 훤하니까 잠잘 때

가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였다. 걱정스러워 학생들을 불러 모아 당부하였다.

“여기서는 태양을 보고 생활하다가는 7일간을 버

티기 어렵겠다. 시계를 자주 보고 시계에 맞추어

생활하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이기도 했다. 먼 경치도 또

렷이 보이는 훤한 밤 11시에 창문 가리개를 내리고

잠을 청했다.

국적과 언어는 다르지만 두 나라 두 학교 학생들

은 모두 참으로 훌륭하였다. 5개의 팀이 저마다 스

스로 정한 주제에 따라 탐구 활동을 하느라 몸짓

과 함께 서툰 영어로 서로의 뜻을 표현했지만, 소

통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 갔다. 영

어에 대한 두려움은 멀리멀리 사라져 버렸다. 틀린

들 어떠랴, 못 알아들으면 다시 말하고, 달리 표현

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걸. 그래 맞아, 세계를 무대

로 살려면 영어는 꼭 익혀야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와 다른 점이 너무 많아서 기숙사의 고장 난

샤워장도 불편함 이기보다 차이로 받아들이게 되

어 버렸다. 백인과 몽골리안의 피부색이나 골격의

차이는 더 이상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 야쿠츠크

학생들은 참 순수하였다. 자기의 힘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습관적으로 살피고 행동하는 모습이 확연

히 보였다. 우리 학생들도 거기에 동화되어 가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다. 야쿠츠크의 날씨 또한

1년 내내 거센 바람은 불지 않지만, 겨울에는 혹독

한 추위가 함께 제법 바람이 세단다. 추운 겨울에

는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에 다니느냐고 물었

더니 매우 추운 날은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오지 않

아도 되는데 영하 50도 아래인 경우란다. 창문은

진공 3중 유리로 되어 있고, 건물마다 현관문 3개

를 거쳐 실내로 들어간다. 봄을 지나 초여름이 되

면 얼었던 지표면이 녹는데, 이 과정에서 제법 단

단하게 포장한 도로도 울룩불룩해 져 버린단다. 그

래서 넓은 땅덩이에 이리저리 뚫린 기나긴 길들을

반듯하게 유지하기는 불가능하여 그 중 상태가 비

교적 좋다는 도로라도 시속 80Km 이상 달리기는

어렵다.

야쿠츠크 제2과학기술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정이

넘치고 헌신적이었다. 이 학교에는 80여 명의 선

생님들이 근무하시는데 대부분 여자 선생님들이라

고 한다. 여름방학이라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시기인데도 700Km 이상 멀리 떨어진 고향에서 돌

아와 이번 행사에 참여한 선생님도 있었다. 모두가

똑같이 학생들과 함께 진정으로 친절하고 헌신적

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여름에도

녹지 않는 빙하 지대 캠프장을 관광할 때 직접 돼

지고기 바비큐를 요리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타이

어가 펑크 나서 손수 교체하는 등 환한 밤 11시까

지 수고하시느라 머리에 펄펄 열이 나는 상황에서

도 끝까지 친절을 아끼지 않으신 알렉세이 교장 선

생님은 그들의 대표임에 틀림없다.

활동 마지막 날, 새로이 사귄 귀한 친구들과 헤어

지기는 너무 아쉬워 모두가 눈물을 글썽이었다. 금

년 겨울에 야쿠츠크 학생들을 따뜻한 우리 학교로

초청하여 즐겁고 유익한 경험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 했다. 그때는 이번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꼭

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의 우정은

인터넷을 통하여 지속될 것이고, 장차 사회 역군이

되었을 때 서로 힘이 되기도 할 것이다. 세계는 넓

고 국가마다 차이는 많지만, 이들의 우정이 있는

한 국경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교류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야쿠츠크 제

2과학기술학교와 해강고등학교는 영어 교육의 상

황이 비슷하고, 어느 한 쪽도 크게 우월하지 않아

서 두 도시 학생들은 서로 도움이 되는 면이 많다.

그러면서 두 지역은 자연환경 문화 역사 등이 서

로 달라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도 충분하다. 어느 지

역의 학교보다 두 학교는 교류를 지속하기에 적합

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APEC국제교육협력원의

교육 교류 프로그램의 기본 방

향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교류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

신 APEC국제교육협력원

의 여러분들과 특히 헌

신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으

신 민병엽 팀

장과 박경미

연구원에게 감사드린다.

해강고등학교 교장 김 선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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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올해 가장 잘한 일을 뽑으라면, 올해 여

름방학에 진행된 APEC 학생교류 프로그램

(AEEP)에 참가한 것이다. 학기 초에, 동아리

담당이신 노재호 선생님으로부터 올해 여름방

학에 러시아로 APEC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하

러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다. 올해는 방학에 외

국에 나갈 의지가 있는 1학년생 친구들을 뽑았

던 덕분에 선발 인원도 수월하게 뽑혔고, 준비

도 원활히 된 것 같다.

부산대에서 진행된 첫 미팅에서 같은 조가 된

호진이와 나는 러시아 친구들과 교류할 활동

주제를 정했다. 우리의 주제는 전통 놀이 문화

체험으로 정해졌다. 떠나기 전에 러시아에 대

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러시아에 갈 준비를 마

쳤다. 특히 나는 해강고 학생 대표로서 러시아

학생들 앞에서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중대하고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아, 준비를 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다. 알콥 동아리의 장으

로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잘 이끌어야

한다는 중압감도 조금은 있었다. 러시아 친구

들과 의사소통은 원활히 할 수 있을지, 친해질

수 있을지, 발표를 잘해낼 수 있을지 등등 기

대만큼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했다.

이런 기대 반 걱정 반 속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베이징을 경유해서 오

랜 시간이 걸려 도착한 러시아 공항에서부터

러시아 친구들은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환영

해주었다. 둘째 날 개회식 때 내가 준비하고

준비한 한국 소개 발표를 했는데 엉겁결에

psy를 소개한 부분에서 강남스타일 노래에 말

춤도 같이 춰버렸다.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준

비한 만큼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했

다. 처음 조별 모임을 가졌을 때, 같은 조에 편

성된 러시아 친구들이 나이가 적은 아이들이

많아서 조금 당황했었다. 그러나 낯가리는 아

이들이 많이 없었고 다들 적극적이어서 우리

는 하루 만에 바로 친해질 수 있었다. 내가 러시아 친구들과 친해진 후

느낀 것은 러시아 아이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 순수하고 착하다는

것이었다. 나보다 한 살 어린 친구도 한 치의 가식 없는 해맑은 미소로

술래잡기를 하고, ‘바보’, 이 한마디 가지고도 30분 동안 즐겁게 장난

치며 노는 아이들이었다.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나도 순수하고 깨끗해

지는 것 같았고, 덕분에 러시아에 있는 8일 동안 나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러시아 애들과 유치한 장난을 치며 즐겁게 놀 수 있었다. 특히

같은 조였던 친구들 모두가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어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 

내가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하나씩 소개해 줄 때마다 모두 초롱초롱

한 눈으로 나를 경청했고, 나는 더 신나서 놀이를 소개할 수 있었다. 나

는 활동 기간 동안 딱지, 공기, 제기차기, 굴렁쇠, 윷놀이 등 다양한 전

통놀이를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가불루크, 특산, 가무스키 등 다양한

러시아의 전통 놀이를 배울 수 있었다. 그중에 내가 가장 뿌듯했던 점

은 아이들에게 윷놀이를 가르쳐 준 것이다. 처음에는 이해시키는데 조

금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한번 이해를 하고 나니, 애들이 서로 짝을 지

어 자기끼리 윷놀이 게임을 즐겼다. 그 모습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

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활동 결과 발표 전날 우리는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한 팀은 PPT를 만

들고 다른 팀은 우리의 활동 결과물을 제작하여 발표를 위한 준비를 모

두 마쳤다. 발표 당일 우리는 미리 연습한 대로 발표를 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2등이라는 값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또 열심히 활동한 덕

분인지 나는 개인 우수상도 타는 쾌거를 이루었다! 우리 알콥 동아리 친

구들은 러시아 친구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바로 K-pop 댄스였

다. 우리는 3일 동안 밤늦게까지 춤을 연습했고 마지막 날 폐회식 때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현지에서도 k-pop을 아이들이

많이 좋아한 것 같아 뿌듯했다. 

우리는 AEEP 활동 말고도 야쿠츠크 관광 명소 둘러보기, 얼음 동굴 체

험, 천연 빙하 Buluus 관광, 다른 학교 방문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특

히 Buluus는 1년 내내 빙하가 얼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빙하 동굴도

들어가 보고 바비큐도 구워 먹는 등 재미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하던 내 걱정은 그저 기우에 불과했고, 우

리는 8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친해졌다. 길

것만 같았던 8일도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렸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소중했던 추억으로 남을 수 있던 것 같다. 외국인 앞에 서면 작아지기

만 하던 나도 어느새 내가 먼저 말을 거는 적극적인 아이로 변해 있었

고, 외국인 앞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당당함을 배울 수 있었다. 8

일 동안 아이들을 이끌며 책임감을 많이 기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었다. 고작 8일이라는 시간이었지만, 난 많은

것을 배웠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

화했다. 미래에는 러시아뿐만 아닌 전 세계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사람이 되고 싶

다는 꿈도 생겼다. 그렇기 위해선 공부가 우선

이겠지? 지금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내 꿈을 맘껏 펼칠 것이다.

그때까지, 신제우 파이팅!

해강고 2학년, 해강고 알콥동아리 부장 신 제 우

8일 간의
소중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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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나가는 것은 처음이라, 공항에서 티켓을 발

권하고 수화물을 붙이는 것 모두 이번 기회에 알

게 되었다. 아직 러시아로 출발하기도 전인데 새로

운 것을 많이 배웠다. 러시아에서는 어떤 것을 가

르치고, 또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다.

26일 아침, 첫 로봇연수 수업이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고, 열심히 가르쳐야겠다고 다짐했

다. 수업은 기초적 앱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화

면의 글자 색을 바꾸거나 간단한 계산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러시아 학생들이 생각보다

잘 따라와 주어서 수월하게 수업을 할 수 있었다.

간혹 헷갈려하는 러시아 학생들을 위해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노력해야 했고, 덕분에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오후에 시작된 수업에

서는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응용하는 방

법을 가르쳐 주었다. 몇몇 학생들은 능숙하게 프로

그램을 다뤘는데, 그 학생들을 보면서 나도 더 열

심히, 더 많이 가르쳐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내가 아는 범위에서 친절하게 설명하다 보니

학생들과 친밀감을 더 쌓을 수 있었다. 이번 한-러

로봇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러시아학생들이 공

통점은 배우려는 의지가 크다는 것이다. 정말 멀리

서 이번 연수에 참여하러 온 학생들도 있었다. 그

런 학생들 덕분에 더 열심히 연수 프로그램에 참

여하게 되는 것 같다.

넷째 날, 러시아 학생들과 우리 학교 학생들 간의

장기자랑이 있었다. 러시아의 전통 노래, 악기 연

주 등 다들 여러 장기를 뽐냈다. 시를 읽는 아이들

도 있었고 k-pop춤을 추는 러시아 학생도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문화를 접해볼 수 있었

던 좋은 기회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마지막 수업이 있는 날이 왔

다. 마지막 수업은 제작했던 앱을 이용하여 CRX10

로봇을 조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S자로

이동하기, 제일 빨리 반환점을 돌아오기 등의 게임

을 진행하여 점수를 주고, 제일 많은 점수를 받은

학생에게 준비해온 선물을 주었다. 이 수업을 끝으

로 러시아에서의 수업은 모두 끝났다. 더 많은 것

을 알려주고 설명해 주고 싶었는데 짧은 영어 실

력으로 모든 것이 전달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아는 만큼 모

두 알려주고 도와주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하

얗게 불태웠다.'

수업이 끝나고 조별 프로젝트 발표를 준비했다. 우

리 조의 프로젝트는 가상의 회사를 세우고 위협과

기회 등을 분석하고 기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프로

젝트였다. 말은 잘 안 통하지만, 바디랭귀지 등 모

든 방법을 동원하여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다. 언제 또 이렇게 다른 나라의 학생

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기 때

문에 더 좋았던 것 같다.

프로젝트 발표 후에는 폐막식이 있었다.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는데 우리 팀이 2등을 했다. 1등은

하지 못했지만, 기분은 무척 좋았다. 러시아 학생

들과 협동하여 얻은 결과였기 때문이다. 등수에 상

관없이 다들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한 뒤, 러시아에

서의 마지막 저녁을 먹으러 갔다. 선물도 교환하고

작은 게임도 하고 많은 이야기, 사진도 많이 찍었

지만 아쉬움이 남았다. 기숙사에 돌아와서 짐을 챙

기기 시작하니 비로소 러시아를 떠난다는 사실이

실감 나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을 쉬운 일은 아니다. 소통

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 더욱 어렵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에서 만난 학생들은 배우려는 열정이 많아

서 우리도 열심히 가르쳐 줄 수 했던 것 같다. 이

번 로봇연수는 정말 좋은 체험이었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

각한다. 더불어 영어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

을 수 있었고,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

각이 든다. 영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여, 내년에

도 이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12 ALCoB Letter + 2013 Vol.23 13

다시 가고 싶은 그곳,
야+쿠+츠+크
서울 로봇고 1학년 국 송 이

APEC국제교육협력단 파견(A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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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APEC 이러닝 연수 프로그램

그 생생한 현장 
2013년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총 10일간 제26차

APEC 이러닝 연수 프로그램 (APEC e-Learning Program)

이 부산과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APEC 이러닝 연수 프로그

램은 APEC 지역 내 지식·정보격차 해소와 인적자원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APEC 공식사업으로서, 한국 교육부,

부산시 등 6개 민, 관, 학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26차 APEC 이러닝 연수는 APEC 회원국의 사무관 이상

인 우수 교육 정책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러시아, 중

국, 멕시코 등 총 11개의 회원국에서 23명의 연수생이 참여

하였다. 

연수생들은 한국 방문 전, 사전연수를 통해 연수에 대한 선

행 학습 및 사전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강

의는 기본, 심화, 소양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이러닝

및 연수에 대한 선행학습을 통해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연수

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였다. 또한, 연수생이 제출한 사전

계획서는 분석을 통해 연수생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

였다.

초청연수는 교육정보화 및 이러닝 분야 학자 및 전문가를 초

빙하여 강의를 실시하고, 부산시청, 부산 해강고등학교, 한국

국제교육협력단(KOICA) 등 이러닝 분야 우수 기관 및 시설

을 탐방하는 체험연수, 그리고 PBL기반 공동연구를 통해 연

수생의 현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공동연구로 구성되었다.

특히 공동연구에는 교수 및 전문가의 지도아래 ‘First step

for better education(더 나은 교육을 위한 첫걸음)’, ‘ 교사

의 ICT 기술 활용 수업 대중화를 위한 지식(K)-기술(S)-태도

(A) 신장 3개년 프로젝트’ 등 5개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수 후 연수운영 전반 및 주요 모듈별 만족도 조사에서 93

점 (100점 만점)을 얻는 등 연수생들은 본 연수 과정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리고 연수생 전원은 APEC 역내 최

대 학습 공동체인 ALCoB(APEC Learning Community

Builders)에 가입하여 지속적 교류를 하게 된다. 

연수생 반응

Ximena Elisa Alvarez Peralta (칠레)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인이 교육에 높은 가치를 두고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뤄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을 본보기로 교

육 분야에 민, 관, 학 협력을 이뤄내는 것이 칠레 교육시스템

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Wang Zhengke (중국)

공동연구 시 다양한 국가로 한 팀을 구성하여 여러 회원국의

교육 현황과 교사들이 직면한 ICT관련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Annie Teresa John Rasie (말레이시아)

부산시청 방문을 통해 교육 분야에서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

력과 협력을 알 수 있어 유익했다. 또한, 해강고등학교를 방문

하여 알콥 동아리 학생들의 열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Abraham P. Imas (필리핀)

지도교수, 멘토, 스텝,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공동

연구팀 내 활발한 토론과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Sarimah binti Pg Hj Ahmad (브루나이)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느낄 수 있

었다. 또한,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점은 브루나이가

꼭 배워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Supaporn Simcharoen (태국)

체험 연수 중 컴팩 스마트시티를 방문하여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인천타워가 완공되는 2018

년에 돌아와 다시 한번 보고 싶다.

Sergey Mikhailovich Popov(러시아)

김영환 원장과 교육부 과장, 그리고 연수생 대표의 폐회사가

무척 감동적이었다. 비록 제26차 연수는 끝났지만 중요한 인

적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었기에 이 경험이 잊을 수 없는 추

억으로 남을 것 같다.

Chile

Malaysia

Brunei
Darussalam

Thailand

APEC e-Learning
Training Program

Russia
(Rep. of Sakha)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Philippines

Viet Nam

제26차 APEC 이러닝 연수 프로그램



ALCoB Letter + 2013 Vol.23 1716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꼽히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

tance)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부산국제ODA포럼’이 지난 5월 29일

2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인 가운데 부산 시청에서 열렸다. 부산ODA포럼은 2011 부

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기념하고,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의 대표

적인 도시인 부산의 성공 사례를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만들어진 전문포

럼으로서, 올해 3번째 열리는 국제적 행사이다. 

부산시, 부산ODA포럼,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이 공동

주최하고 APEC국제교육협력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개발은행 Bindu

Rohani 부총재, 윤여권 상임이사와 홍은표 OECD 실장 등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활

동 중인 고위급 인사와 국내, 외 개발협력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개발원조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열렸다. 부산ODA포럼은 △ 세션1. 부산세계

개발원조총회 이후 ODA의 현재 동향 및 미래과제, △ 세션2. 개발협력의 글로벌 파

트너로서 부산시의 역할 △세션3. 아시아 개발은행, 부산시, IACE 및 국내외 원조

주관부처와 기관의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패널 토의로 나누어져 개최되었다.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이후 ODA의 현재 동

향 및 미래과제’라는 주제 아래 지광철 기획재

정부 팀장의 사회(좌장)로 진행된 세션1에서는,

Cecile L.H.F. Gregory 아시아개발은행 국장

이 아태지역의 ODA 현황 및 ADB의 접근 방

안에 대해 발표했다. 더불어 장영훈 한국수출

입은행 실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대외협력기

금(EDCF)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베트남의 사

례를 통한 제한적인 범위의 개발원조 문제점

을 지적하고, 수혜국과 공여국 간의 포용적인

파트너쉽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

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현재 ODA가 지닌 문제

점 및 개선방안과 부산의 발전 및 부가창출을

위해 ODA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의

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진행된 세션2에서는 ‘개발협력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부산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배

광효 부산시 국장이 해양수산 ODA 현황과 부

산형 발전모델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일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원장은 부산이니셔

티브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구상과 남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ODA영향평가에 대해 발표했

다. 이어 APEC HRDWG(Human Resources

Development Working Group) 김영환 의장

은 알콥 사례를 통한 ODA에 대한 새로운 접

근방법을 소개하고, 인적자원개발 기반의 체계

적인 ODA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세션3에서는 ‘아시아 개발은행, 부산시, IACE

 
    

제3차 부산국제ODA포럼 개최
도움을 넘어 개발까지,

및 국내외 원조 주관부처와 기관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Jouko Sarvi 아

시아개발은행 교육부장이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식파트너십의 사례를 들어 아태지역

의 교육 노하우를 공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OECD 홍은표 실장은 부산세계

개발원조총회 이후 OECD의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노력들을 언급하며, 부산ODA

포럼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타 조직의 조언과 협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포럼 행사와 함께 부산시, 아시아 개발은행, APEC국제교육협력원이 ‘국

제개발협력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지역 내 ODA 우수기관 간 개발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으며, APEC국제교육협력원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개발협력

의 노하우, 경험, 우수 인적자원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본격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3차 부산국제ODA포럼 개최를 통해, 개발협력 모범사례 도시로서 부산의 발

전 전략을 설계할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APEC국제교육협력원이 지역 내 우

수 기관 및 인재와 함께 개발협력의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나누고 타 국제기구와의

국제개발 협력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제3차 부산ODA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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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청소년 국제인턴십 프로그램
APEC국제교육협력원은 1월 21(월)~25(금) 5일간 부산 지역 내

고등학생 40여 명과 학교 관계자를 초청하여 제3차 IACE 청

소년 국제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APEC 및 국제교육협력분야 이슈 분석을 통

한 참여 학생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고, 국제기구 업무 체험을

통한 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APEC 및 국제교육협력 분야 이슈 분석 및 국제 이슈 토론회

등 3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21일부터 25일까지 부산대학교 및

상남 국제회관을 오가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참가자들은 ‘신문기사를 활용한 국제이슈 온라인 토론’을 통해

국제관련 이슈 100여 개에 대한 열띤 논의의 장을 벌였다.

더불어 APCE정상회의 선언문 및 APEC 이러닝연수 프로그램

분석, 경주 AEEP 설계, 알콥 홍보자료 제작 등의 팀 프로젝트

를 통해 자료조사·분석 역량 및 프레젠테이션 스킬 함양하고

APEC 및 국제교육협력분야 이슈 분석을 통한 부산 지역 차세

대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국회, 경복궁, 광주 기아자동차공장, 포스

코광양제철소 등 주요 기업과 기관, 문화시설도 방문했다. 

임채완 세계한상문화연구단장(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이번 프로그램이 국제공동학술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대학

원생들 간의 학술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고 말했다.

IACE NEWS

01세계를 누비는 알콥!
멕시코를 가다!
2013 멕시코 APEC국제교육협력단 파견(AIV)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3 멕시코 APEC 국제교육협력단이 파

견(AIV) 되었다. 이번 멕시코 AIV는 멕시코

알콥 지부 체계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알

콥 워크숍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 총 100명

이 넘는 인원이 이번 워크숍에 참가하였다.

워크숍의 첫 번째 행사로는 멕시코 알콥 핵

심 회원들만 참여하는 알콥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동안의 미비했던 멕시코 알콥

활동의 활성화 및 알콥 네트워크 강화를 위

해 운영위원이 재구축되었다. 멕시코 원격

대학교 총장인 Francisco Cervantes

Perez가 새로운 알콥 회장을 맡으면서, 초

대 회장인 콜리마(Colima) 대학교수 Juan

JoséContreras Castillo는 現 알콥 운영위

원에게 알콥 활동 및 운영에 대해 조언을

해주며 자문위원의 직책을 맡게 되었다. 또

한 과달라하라 대학교수가 알콥 부회장을,

멕시코 교육부 국장이 알콥 사무국장을 맡

한국교원대학교-IACE MOU 체결
2013년 4월 22일, 한국교원대학교 글로벌교육협력센터와

APEC국제교육협력원이 국제교육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

결하였다.

이번 MOU는 보다 효과적인 국제교육협력활동을 수행하기 위

해 APEC국제교육협력원과 한국교원대 글로벌교육협력센터가

상호 협의함으로써 한국의 교원, 교육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교

육 분야 인적자원의 해외진출을 도모한다. 

두 기관은 교육정책, 국제교육협력 혁신 사례 및 휴먼네트워크

를 공유하며, 공동연구를 통한 혁신적 국제교육 프로젝트를 추

진하기로 했다.

송기상 센터장은 “앞으로 APEC국제교육협력원과 상호 수혜적

인 관계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국내에 있는

대학생들과 교원들에게 국제적인 감각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목표”라고 전했다.

그는 또 “결과적으로 한국이 아시아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MOU체결을 통해 IACE

는 한국교원대학교와의 국제교육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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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앞으로의 적극적인 멕시코 알콥 활동을

다짐하였다.

총 109명이 참석한 알콥 워크숍은 멕시코

알콥의 사무국장인 Guillermo Pablo

Lopez Andrade(교육부 국장)에 의해서 진

행이 되었으며 부산대학교 김영환 교수와

멕시코 교육부 대사의 축사 및 환영사로 시

작이 되었다. 이어서 멕시코 교육정책 및

주요이슈가 소개되었고 APEC국제교육협

력원으로부터 알콥 활동 소개 및 성과 공

유 시간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이

러닝 연수생들을 위해 e-Learning Alumni

Day를 함께 개최해 APEC 이러닝 연수 소

개 및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함으로 그 동

안 지리적 특성상 활동이 미비하였던 멕시

코 알콥의 활동 의욕이 고취되었다.

공식적인 워크숍이 끝난 후, 김영환 교수의

APEC 소개 및 APEC학습공동체(알콥)에

관한 현지 방송 인터뷰로 알콥을 멕시코 전

역에 알릴 수 있게 되었고, 또한 APEC 학

생교류 프로그램(AEEP)의 중장기 계획인

AEEP Village Network를 위해 라틴 아메

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인 멕시코 국

립 자치 대학교 및 직업체험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의 본고장 멕시코 키자니아

(Kidzania)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AEEP

홍보 및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APEC

교육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

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멕시코 AIV는 중남미 회원국에

APEC 교육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

두보 확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멕시

코 현지에 한국의 APEC 교육협력사업 성

과 홍보 및 휴먼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

었다.

멕시코 알콥지부 워크숍(AIV) IAC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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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ADB)과 IACE, ODA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손잡다
APEC국제교육협력원 김영식 이사장과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의 Bindu Lohani 부총재가 지난 5월 29

일 열린 부산ODA포럼에서 참석한 가운데, 국제교육개발협력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국제개발 및 협력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국제적인 개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PEC국제교육협력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발협력의 경험, 노하

우, 우수 인적자원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김영식 이사

장은 ‘70~80년대 차관제공을 통해 한국에 도움을 주었던 아

시아개발은행과 이번 포럼 공동개최와 함께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제개발협력 네트워크를 지

속 강화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개발은행은 아시아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고자 1966년 설립된

다자간 개발은행(국제기구)이다. 한국을 포함한 67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본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

IAC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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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국제교육협력 전문가 양성 초급연수
국제교육협력 전문가 양성 연수 제2기 초급 과정이 교육과학기

술부 주관, APEC국제교육협력원 주최로 2013년 7월 22일 개

설되었다.

APEC국제교육협력원은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국제교육협력

활동 경험을 활용해 전국 초·중등 교원, 교육전문직을 대상으

로 국제교육협력 및 국제교류 활동 진행을 위한 현장 교육실무

자를 길러 내고자 본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수 신청 과정에는 작년의 제1기 국제교육협력 전

문가 양성 초급연수에서의 뜨거웠던 관심과 열의를 넘어서는

인기를 체감할 수 있었는데, 모집인원 60명을 훌쩍 뛰어넘는

317명이 지원하여 예정된 모집기간보다 일찍 조기마감을 하게

되어 국제교육협력 전문가 양성 연수에 대한 꾸준한 성원과 열

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7월 22일(월)~26일(금)동안 진행된 이번 연수는 교원연수 홈페

이지(www.edu.alcob.org)를 통한 웹페이지 연수와 더불어, 모

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연수를 도입하여 연수 이수생들의

강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도모했다.

본 연수는 국제교육협력 및 국제교류 활동 진행을 위한 현장

교육실무자 역량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실제 사업 담당자 및 사

업수행자 등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여 국제교육협력에 대한 실

질적인 이해를 도와 연수 대상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

고 있다.

향후 APEC국제교육협력원은 점차 증가하는 국제교육협력 전

문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014년부터 초급·중급 과정을 함

께 개설하고, 연수 대상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이다.

알콥 교사, 전국 초·중등 교원, 교육전문직, 교장, 교감 등 연

수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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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상반기 알콥 워크숍 개최
2013년 5월 25일(토) 부산대학교 인덕관에서 “더 즐거운 알콥,

더 함께하는 알콥”을 주제로 열린 2013년 상반기 알콥 워크숍

에는 총 70여 명의 알콥 교사, 알콥 (대)학생들이 참석하였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알콥 관련 APEC공식사업 및 ‘13년 알콥 활

동 일정 소개 등 2013년 알콥 활동 계획을 미리 안내받는 시간

을 가졌다.

또한, 베트남 AIV와 학교현장의 국제교육협력사례 발표를 통해

2013년도 상반기 APEC국제교육협력사업의 경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또한, 신규 5기 알콥 교사

18명과 7기 대학생 16명을 알콥 회원으로 위촉하기도 하였으며

제10차 알콥 협력 프로젝트 선정자를 발표하고, 알콥 협력 프

로젝트를 기반으로 멘토링 매칭 시간을 가져 신규 알콥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더해 알콥들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된 패널토의를 통해 알콥활동의 학교현장 연계강화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불어 아이스 브레이킹과 우수 알콥인상 시

상, 제1회 알콥 사진전이 부대행사로 개최되어 재밌고 유익한

알콥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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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CE, 국제대학교와 ‘글로벌 인재양성’ MOU 체결
APEC국제교육협력원과 한국국제대학교가 국제교육협력 공동

추진을 위한 교류협정을 맺었다.

한국국제대학교는 4월 25일 한국국제대학교 김영식 총장,

APEC국제교육협력원 김영환 원장 및 민병엽 팀장 등 8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협정식에서 두 기관은 ▲국제교류 및 교육협력에 관한 상

호업무 지원 ▲외국대학 및 기관과의 MOU 추진 시 상호 협력

▲국제행사 개최 지원 ▲국제화 관련 업무 공동추진 ▲학술자

료, 출판물, 시설물 등 상호이용 협조 등에 대해 조인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MOU를 통해 한국국제대

학교와 APEC국제교육협력원이 공동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힘

을 합쳐 글로벌 인재양성과 교육봉사에 힘쓸 예정이다.

김영식 한국국제대 총장은 “APEC국제교육협력원과의 MOU를

통해 한국국제대학교가 한국을 넘어 글로벌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양 기관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해 글로벌 교육에 힘쓰자!”라고 밝혔다. 김영환 APEC국제교육

협력원 원장은 “이번 MOU를 통해서 한국국제대학교가 세계적

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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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J는 APEC 역내 국제교육협력 학술지입니다.

APEC 회원국 교육 전문가들의 국제교육협력 관련

지식 창출을 자극하고, 관련 분야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미래교육 관련 회원국 대표 및 학자의

연구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수 학자 및 학회가

발간에 참여함으로써 APEC 교육 사업에 대한 전 세계

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APCJ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04년 1호, 2005년 2호, 2006년 3호, 4호,

2007년 5호, 2008년 6호, 7호, 2009년 8호, 9호,

2010년 10호, 11호, 2011년 12호, 13호, 2012년 14호,

15호에 이어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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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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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515-8617

다. 홈페이지 : www.acecjournal.org

※ 원고모집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립니다.

APCJ(Asia-Pacific Collaborative education Journal)

제16호(Vol.9, No.1) 원고 모집
국제교육협력연구
제10호(제6권 1호) 원고 모집

2008년 1월, APEC국제교육협력원(IACE)은 「국제교육

협력연구」를 창간했고, 현재 제6권 2호 원고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국제교육협력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교육협력과

미래교육을 위한 사업, 정책 및 제도와 학계의 연구 및

현장 사례 등을 결집하고 국내 관련 분야의 학자, 전문가,

행정가간 정보 공유체제를 마련, 국제 교육협력 발전을

위한 연구 활성화의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학술지 제9호에 게재할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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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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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담당자 김병근 연구원 qudrms1024@naver.com

나. 전화 및 연락처 : Tel. 051-515-8617

다. 홈페이지 : jice.alcob.org

라. 주소 : (609-735)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성로 872 부산대학교 국

제언어교육원 3층 APEC국제교육협력원

※ 원고모집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