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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ging Technology 
into the Classroom 
through Digital Storytelling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이용하여 수업에 기술을 끌어오다

기고자

Krismiyati
Krismiyati received her MA from University of Leeds, United Kingdom. Currently ,

she is a faculty member of Information Technology Faculty, 

Satya Wacana Christian University

Abstract
Maximizing students’ ability and potential in the teaching learning process will likely be the goal of a teacher.

This will give the chance for the students to employ all the skills and knowledge they have obtained

throughout the learning process. One-way for utilizing this idea is by implementing a particular method

called digital storytelling.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integrating technology in students’ learning process - especially

English - using existing technology. It also investigates what the students get from the implementation of

digital storytelling in their learning. 

This employs a survey method to gather the information from students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digital storytelling. It involves 15 students taking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at the Faculty of Information

Technology, Satya Wacana Christian University Salatiga. It employs practical implementation of digital sto-

rytelling to answer the two objectives set previously. The students involved in the study reported that it

was a good way of implementing all the skills they had learned during the class. They needed to employ

their reading, speaking, and writing skills to carry out their project. They mentioned that it improved their

productive skills in English and gave them opportunities to explore and try new applications in producing

the intended video.  

This method is a simple way of integrating technology into classroom activity that can maximize students’

possible potential to develop. This also gives them a sense of enjoyment and satisfaction as they have their

end product that they can refer to at any time.

학생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교수학습과정을 통하여 극대화하는 것이 교사의 목표일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기술 및 지식을 사용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러한 기회들 중 하나는 바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고 불

리는 독특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존하는 기술과 학생들의 학습과정 - 특히 영어 학습과정 - 에서 사용되

는 기술을 접목하였을 때의 효과를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학생들이 그들

의 학습과정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실행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

사하였다. 

저자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수행하기 전에 학생들로부터 정보를 모으기 위해 설문

조사 기법을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자들은 Satya Wacana Christian University

Salatiga의 정보통신기술학부에서 특정한 목적의 영어를 공부하는 15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실제적으로 수행했으며, 미리 정한 두

가지 목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디지털 스토리텔링

이 그들이 수업 동안 배웠던 모든 기술들을 실행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다고 보

고했다.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읽기, 말하기, 쓰기 기술을 필요했

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영어 표현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그들이 원하는 스토리텔링

비디오를 만드는 새로운 적용 방법을 찾고 시도하는 기회를 받았음을 언급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학급 활동에 기술을 접목시키는 단순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개

발 가능한 잠재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는 또한 학생들이 언제든지 참고 할 수

있는 최종 산출물을 제공하므로 그들이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도록 할 수 있다.

http://apcj.alcob.org

APCJ(Asia-Pacific Collaborative
Education Journal)는 APEC을 대표
하는 인적자원개발 및 국제교육협력에
관한 전문 학술지로서 2004년 1호,
2005년 2호, 2006년 3호, 4호, 2007년
5호, 2008년 6호, 7호, 2009년 8호, 9
호, 2010년 10호, 11호, 2011년 12호, 13
호, 2012년 14호, 15호, 2013년 16호, 17
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글의 원문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apcj.alcob.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PEC 교육동향’을 위해 애써 주시
는 부산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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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포럼은 28일(월)에 2개 세션으로 나누어져 열렸다.

세션1에서는 “APEC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학습공동체

의 현황과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에 대해 아시아개발은

행, 포스코 미래창조아카데미 등에서 패널로 참여하였

다. 세션1을 통해 사회 및 조직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형

태의 학습공동체의 모습과 활동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학습공동체의 글로벌 협력을 통한 APEC 역내 공동의

번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또한 세션2에서는 “APEC 미래교육의 대안적 모형: 에

듀테인먼트 파크(Edutainment Park)를 중심으로”라

는 주제를 중심으로 미래교육과 글로벌 체험학습 관

련 학자 및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이 세션을

통해 지난 10여년간의 APEC 미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개발된 에듀테인먼트 파크가 회원국별로 실행

된 사례와 그 성공요인에 대한 양질의 논의가 이루

어졌다. 

학술포럼에서 발표된 학술내용은 현재 국제학술저

널인  'Asia-Pacific Collaborative Education

Journal (APCJ)'에 수록을 위해 심사중에 있다.  

아울러 APEC 역내 미래교육을 탐색하고 실천하기

위해 회원국의 정부대표가 모인 APEC 미래교육

컨소시엄 운영위원회는 29일(화)에 개최되었다. 이

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여년간의 ALCoB 프

로젝트들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회원국이 공동으

로 APEC 청소년 교류프로그램(APEC Edutainment Ex-

change Program, AEEP)을 연구하고 실행하자는 합의

를 담은 마닐라 권고문을 도출하였다. 

한편 동 포럼에서는 APEC 교육협력 프로젝트(Educarion

Cooperation Project, ECP) 워크숍이 29일(화) 오전 12시

에 개최되어, 지난 “제5차 APEC교육장관회의(‘12.5월, 경

주)”에서 한국이 제안하고,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

주이니셔티브의 후속조치인 “APEC 교육협력 프로젝트”

의 추진경과 및 회원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를 위해 한국 교육부 및 APEC국제교육협력원, 정책연구

진(연구책임자: 장환영 교수, 동국대)에서 그간 연구한

ECP모델에 대한 경과발표가 있었으며, 회원국 정부대표

들로부터 ECP 모델에 대한 환영 및 지지를 받았다. 향후

ECP 모델은 APEC 역내 교육분야 협력을 위한 가이드라

인으로써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회원국간 협력을 촉

진함으로써, 역내 공동번영에 기여할 예정이다.

제9차 APEC 미래교육포럼과 함께 개최된 제11차 국제알

콥컨퍼런스는 26일(토)부터 30일(수)까지 전 세계의

APEC국제교육협력단(ALCoB)의 학생, 대학생, 교사 대표

들이 모여 △ APEC(대)학생교류프로그램, △ ALCoB 교

사 워크숍, △ ALCoB 협력 오픈마켓을 진행하였다. 

먼저, APEC 역내 알콥 대학생과 초등학생의 교류의 장으

로 개최된  APEC(대)학생교류프로그램(AEEP)은 26일(토)

부터 30일(수)까지 5일 동안 △ 한국-필리핀 초등학생간

문화예술교육 기반의 Educal (Education + Musical) AEEP

와 △ 미래사회 진로탐색을 위한 대학생 대상의 AEEP로 나누

어져 진행되었다. 

한편, 29일(화)에 개최된 ALCoB 교사 워크숍은  APEC 역내

교사들과 함께 지난 10여 년간 추진된 ALCoB 활동 결과물로

도출된 학교 중심 국제교육협력 유형*의 개선 및 교육현장 적

용 방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동 워크숍의 결과

는 현재 연구 중인 학교 중심 국제교육협력 유형 개발 및 사

례연구에 반영되어, 향후 학교 현장에 배포될 예정이다. 

* 학교 중심 국제교육협력 모형(4) : 교육과정 적용형, 동아리 중심형,

직업기술 교류형, 자매학교 중심형

부대행사로 진행된 ALCoB 협력 오픈마켓은 28일(월)부터 29

일(화)까지 10개국 50여개 ALCoB 학교가 모여 학교현장 중

심의 국제교류 및 교육협력의 방안을 공유하고 파트너 학교를

찾을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으로써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국

제교육협력을 희망하는 학교가 모여 서로의 수요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계획하는 등의 협력의 장이 제공되었다. 향

후 동 오픈마켓은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학교 중심

의 국제교육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교육부와 APEC국제교육협력원은 앞으로 본 포럼 및 컨

퍼런스를 확대・발전시켜서 한국의 APEC 교육분야에 대한 선

도적 역할 및 국내 교사 및 (대)학생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에 기여할 계획이다.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APEC국제교육협력원(원장 홍은표)은

10월 26일(토)부터 30일(수)까지 필리핀 교육부와 함께 필리

핀 사범대학교(필리핀 마닐라)에서 12개국, 국제기구(APEC,

ADB) 등의 미래교육 전문가 및 정책가  2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9차 APEC미래교육포럼 및 제11차 국제알콥컨퍼런

스』를 개최하였다.

APEC미래교육포럼과 국제알콥컨퍼런스는 한국 교육부가 주도

하는 APEC 공식사업으로써, 매년 회원국내 순회개최 되고 있

다. 먼저 APEC미래교육포럼은 APEC 미래교육 분야 최대 전문

지식 포럼으로써 APEC 역내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된다. 한편 국제알콥컨퍼런스에서는 전 세계 23개국

에 걸쳐 활동 중인 5,700여명의 APEC국제교육협력단(ALCoB)의

대표가 모여 올 한해 APEC 국제교육협력 활동을 공유하는 알콥

축제의 장으로 개최된다. 

올해로 각각 9번째, 11번째 개최되는 APEC미래교육포럼과 국제알

콥컨퍼런스는 “APEC 기반 글로벌 창의 학습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체적 전략의 탐색”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본 포럼・컨퍼런스의 전체 개회식에서는 Jesus L.R Mateo 필리핀 교

육부 차관보, 홍은표 APEC국제교육협력원 원장 등과 함께 11개국

APEC EDNET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2007년 노벨평화상 수

상자인 Nguyen Huu Ninh 교수(하노이 대학교)가 “학습공동체를 통

한 Climate-Smart Network”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여, 참석자들

에게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의 필요성과 의식변화 및

실천을 위한 학습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었다. 

APEC미래교육포럼은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 APEC 교육협력

에 관한 학술포럼, △ 한국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APEC 미래교육 컨

소시엄 운영위원회, 그리고 △ APEC 교육협력프로젝트(ECP) 워크숍으

로 나누어져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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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필리핀에서 열리는 APEC 미래교육포럼 및

국제알콥 컨퍼런스에 참가하기를 갈망하였다. 그러나 그동

안 뚜렷한 국제교류 활동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그래서

무엇인가 뚜렷한 발표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조바심을 가

졌다. 무엇을 발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면서 한국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이것 저것

찾아 헤매던 중 ‘한국: 불가능한 나라’라는 책을 접하게 되

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동굴속에서 헤매다가 빛을 본 것

처럼 환희의 기쁨을 느꼈다. 바로 이것이로구나! 이 책의

제목에서 한국을 한국교육으로 바꾼다면 멋진 주제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한국교육: 불가능한 나

라’를 주제를 나타내기 위하여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라

는 제목으로 40매의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국제교육협력원

의 타당성 검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나도 열심히 하면

필리핀 컨퍼런스에 참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

었다. 이어서 국제교육협력원의 요구에 따라  컨퍼런스에

실을 영문원고를 작성하였다. 이 영문 원고는 파워포인트

를 상세화한 내용으로 A4용지 11쪽 분량이었다. 이 원고는

책으로 실리기 때문에 문장 표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

여 원어민 교사의 검토를 수차례 받았다. 원고작성과 파워

포인트 작성은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국제 컨퍼런스에

나가서 발표한다는 마음에 들떠서 몇 달간 발표준비에 전

력투구하였다. 발표 분량을 처음에는 1시간 정도로 예상하

고 준비하였다가 발표시간이 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파워포인트에 넣은 동영상을 빼는 등 발표 내용

을 간략화하기 위해 몇 차례 파워포인트 내용도 줄이고 발

표 연습도 수차례 하였다. 그러나 1시간 분량으로 준비한

것을 5분내로 줄여서 하기는 정말 어려웠다. 연습할 때마

다 시간을 줄이도록 노력하였지만 10분을 넘기기가 일쑤였

다. 실제로 발표할 때는 좀더 줄여야겠다고 몇 번 마음을

다짐하고 무엇을 줄여야 할까를 계속 신경을 쓰면서 발표

에 대비하였다.

강 영 석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먼저 나의 원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 ‘한국: 불가능한 나라’

란 책의 개요를 잠깐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 불가능한 나라’는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영국인 특파원 다니엘 튜더의 눈으로 본 한국에 대한 이야기이

다. 머리말은 이렇게 시작된다. 왜 불가능한 나라라 이름 붙였

나? 50년전에 한국은 가난하고 전쟁의 참화를 겪은 나라였다.

한국이 온전한 나라로 지구상에 존재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부유하고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이 되고, 세계적

인 문화 아이콘을 배출하는 건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간단히

말해 한국은 지난 세기에 가장 불가능해 보이고 가장 인상적인

국가 건설의 성공 스토리를 썼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한국은 '

불가능한 나라'라 불릴 자격이 있다. 한국은 두가지 기적 즉 경

제적, 정치적 기적을 일궈냈다. 첫째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경제성장으로, 빈곤국가에서 탈출해 부유한 국가가 된

것이다. 1960년대 한국의 GDP는 100달러에도 못미쳤다.

자연자원도 없었고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두번째 기적은 안정적인 민주화를 이룩해냈다는 것

이다. 싱가포르와 중국 등 다른 아시아 나라가 독재와 자본

주의를 혼합한 모델을 추구한다면 한국은 단지 '부'에만 가

치를 둔 것이 아니라 '법치'와 '시민 권리'에도 가치를 둔 성

공 사례로 우뚝 서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 튜더가 한국을

불가능한 국가라 명명한 이유이다. 그러나 다니엘 튜더는

여기서 질문을 던진다. 왜 한국인들은 여태까지의 성과에

도 행복하지 못할까? 다니엘 튜더는 급속한 경제 발전 시

기에 나타나는 지나친 경쟁의식을 그 원인으로 꼽는다. 그

리고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싸이의 '강

남스타일'과 같이 누구라도 자신의 고유함과 정체성을 간

직하고 개발한다면 성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고 강조한다. 한국이 보다 행복한 사회가 된다면 ̀두번째 기

적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의 메세지가 마음에 남았다. 

‘한국: 불가능한 나라’라는 책의 내용은 우리나라 한국교

육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

었다. 그리고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신문, 잡지,

서적 등의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한 다음 이를 기초

로 하여 ‘한국교육: 불가능한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 ‘한

국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원고와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였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한국교육은 국제성취도 비교에서 항상 최고의 선두를 달

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의 행복도 지수는 OECD 국

가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왜 한국학생들은 행복하지

못할까? 지나친 교육열과 입시경쟁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최근 한국교육은 행복교육을 위하여 자유학기제를 도

입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나라가 한국교육을 배우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교육은 조만간 또 다른 한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교육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다. 소

요시간은 15분 정도였다. 사회자의 시간 준수에 대한 제재

는 없었으며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하였다고 생각된다. 다

른 나라 선생님들이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나의

발표 내용을 잘 이해하였고 또한 한국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들이 강남스타일을 연호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교육이 또 다른 한류가 될 것을 예언하는 것 같았

다. 그들은 한국인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고 한국 학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였다.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

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알콥교사 워크숍에서는 본인이 한 한국교육에 대한 발표에 이

어서 한국인 알콥들이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그들이 평소에

실천하고 있던 4가지 영역별 주제 ① 자매학교 교류형, ②동

아라중심형 ③ 직업기술교류형 ④ 교육과정줌심형에 대하여

각각 발표를 하고 다른 나라 알콥과 함께 분임토의를 전개하

였다. 우리가 발표를 하고 난 후 우리의 주제를 가지고 외국

알콥과 토론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리 한국인 알콥들은 주제 발표후 분임

토의 사회를 맡아 토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

럽고 대견스러웠다. 남궁상운, 박정복, 임현빈, 이종직, 박찬수

선생님 당신들은 의지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칭

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외국인 알콥 선생님

을 친구로 사귀었습니다. 2014년 컨퍼런스에서 또 다시 만나

자면서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외국인 알콥 선생님들과 깊은 우

정을 나누었습니다. 나에게는 환상적인 컨퍼런스였습니다. 지

금도 그 당시의 감동이 느껴집니다.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신 국

제교육협력원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

니다.

비록 10.28-10.30 사흘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가 한국

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큼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이끌

어주신 APEC 국제교육협력원 연구원님들의 숨은 노력에 다

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의 필리핀 컨퍼런스는 강남

스타일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한류였습니다.                                                      

한국교육: 또 다른 하나의 한류 ALCoB-T 수기

제9차 AFEF & 제11차 국제알콥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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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광고 디자인을 희망하고 있다. 광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

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대회의 취

지인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만들기가 광고와 일치한다는 생각에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우리 팀이 대회 준비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것은 주제 정하기와 스토리보드 만들기다. 우

리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에 처음에는 '정보 통신 기술 대회인데 프로그

램도 잘 다루지 못하는 내가 나가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대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니 프로그래밍이 아닌 교육용 콘텐츠를 만들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무슨 프로그램을 썼

느냐가 아닌,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용 메시지를 전달하느냐다. 어찌 보면 무모할 수도 있었던 이 도전으로 인해 나에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회를 위해 콘텐츠에 매진하면서 처음으로 무언가에 몰두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기술력 보다는 본질적

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취지에 맞게,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간보다 스토리보드 구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 과정

에서 내 스스로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꼭 아이디어를 구상하거나 무엇을 제작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깊이 사고하는 습관이 생겼다

무엇보다도 이 대회가 뜻 깊었던 이유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이루어진 대회였다는 점

이다. 대회에 참가했던 친구들은 우승을 위해 서로 견제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콘텐츠

를 보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아쉬운 점은 조언을 해주는 협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

다. 컴퓨터로 작업하다가 쉴 겸 복도로 나와 보면 서로의 콘텐츠에 관해 얘기하는 모습

이 내게는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로 보였다. 이 대회에서 결과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개성 뚜렷한 콘

텐츠를 보면서 ‘아 저걸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끼며 서로의 장점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 대회가 끝난 지금까지도 SNS에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고 있다. e-ICON 대회에

참가했던 지난 일주일이 내게는 잊지 못할 큰 경험을 쌓게 하였고 같은 길을 걷는 든든한 친구들이 생겼다. 내게 부족한 영어

능력을 키워서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는 e-ICON 세계대회의 자원 봉사자로서 다시 한 번 참가하고 싶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e-ICON
윤지선 (한솔고등학교 2학년)

제3회 e-ICON 세계대회 1위팀 참가 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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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EP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정말 멋진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는 대학생들에게 그렇습

니다. 이러한 굉장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저에게 새로운 지식뿐만 아니

라 다양한 경험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AEEP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숨겨진 잠재력을 이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활동들은 5일간 수행되며, 저와 제 팀 구성

원 모두에게 유익하고, 또 유용했습니다.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수한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이는 우리의 지식을 넓혀주고 창의적이고 혁

신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냈습니다.

나는 이 프로그램이 매년마다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APEC 지역의 모든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로써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Bhavani Rethnakumar 

말레이시아 대학생 참가자

2013년 10월 말, 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APEC 학생 교류프로그램(AEEP)에 참가하는 특권이자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3년 올해, AEEP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AEEP에

서 얻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협력, 우정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3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하기 위해 우리 지역의 통합과 전 세계 나

라들 사이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늘 믿어왔습니다. 활동들을 수행하며, 모든 팀원들은 서로

협력하는 방법과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

웠습니다.

마닐라에서, 저는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만난 학생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고,  친

화력이 넘쳤으며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 전통, 언어

등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경험은 정말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

었다는 것입니다.

제 국가를 대표해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으며 엄청난 책임감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고

국으로 돌아온 지금,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과 멕시코는 혼자

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과 더 많이 교류할수록,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더욱더 새롭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APEC 학생 교류 프로그램의 운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Alice, Soy-

oung, 멕시코 교육부와 필리핀사범대학 관계자분들께,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을 안겨주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Rígel Berenice
Gavaldón García

멕시코 대학생 참가자

제11차 국제알콥컨퍼런스 APEC학생교류프로그램(AEEP) 참가자 수기 1

제11차 국제알콥컨퍼런스 APEC학생교류프로그램(AEEP) 참가자 수기 2

제9차 AFEF & 제11차 국제알콥컨퍼런스

ALCoB-U 수기

ALCoB-U 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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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교사이신 김희순 선생님의 추천덕분에, 이번 제3회 e-ICON 세계대회에 참가

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처음엔 붙을 수 있을지 긴가민가했습

니다. 그런데 운 좋게 참가자격이 주어졌고, 대회 날짜가 성큼 다가올수록 긴장이

앞섰습니다. 전국에서 실력이 좋은 아이들이 다 모일 텐데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주제 선정하기부터 어렵게 느껴졌습

니다. 그리고 주제를 정한 후에도 대회에 참가한 뒤에 정말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

도 하고, 미리 준비한 자료가 담긴 USB가 망가져 앞이 캄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팀원과 함께 최선을 다

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우리의 콘텐츠가 심사를 받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심사

위원분들의 반응을 잘 읽을 수 없어 초조하였습니다. 대망의 시상식 , 2등이 수상되고 1등만이 남았을 때 저는 내심 기대는 하

면서도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팀의 이름이 호명되었고 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가면서도 꿈인지 생시인지 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이 저희의 콘텐츠를 택한 이유는, 화려한 기술

보다는 대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콘텐츠’의 본질을 살렸다는 것과 창의성 및 내용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끝까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 하지 않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 것이 좋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가하게 될 학생들도 이 대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가고 결과를 떠나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3회 e-ICON 세계대회 1위팀 참가 수기

대회덕분에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최희연 (한솔고등학교 2학년)

세계대회 소개

e-ICON 세계대회는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 올림픽으로써,

이러닝 분야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국제협력 경험 및 이러닝 네트워크 기반의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협력을 추구하

는 세계 이러닝 및 ICT활용 교육협력분야 축제의 장이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제 1,2회 e-ICON 세계대회가 연이어 개최

된 바 있다. 이번 3회 대회는 교육부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 주최, APEC국제교육협력원 주관 아래 8월 30일부터 9월 4

일까지 용인과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9개국 우수학생 및 교사 총 130여명이 글로벌 팀을 이루어 이러닝 콘텐

츠 제작 및 전시·시연 등 5일간의 일정을 함께했다. 

APEC국제교육협력단 파견
(ALCoB Internet Volunteer, AIV)이란?

APEC국제교육협력단 파견

APEC국제교육협력단 파견(ALCoB Internet Volunteers, AIV)은 APEC 지역 내 유일한 교육봉사활동

으로서 국내 교사 및 (대)학생들이 매년 5~6개국 APEC 회원국에 파견되어 선진 교수학습기법을 전수

하고, 교육문화 및 노하우를 교류하기 위한 사업이다.

AIV는 2001년 청년인터넷봉사단(Youth

Internet Volunteers,YIV)으로 시작하

여, 2003년 APEC교육협력사업이 확대

됨에 따라 APEC국제교육협력단 파견

(ALCoB Internet Volunteers, AIV)으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3년까지 총

520여명의 봉사단원들이 9개국 약

16,000여명의 현지 교사 및 (대)학생들

과 함께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APEC 지역 내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

기 위해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자료 제

작기법을 공유하는 연수를 실시한다. 이

를 통해 교육용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

해 학습하고, ICT 활용 시범수업 시연

등 교육정보를 교류한다. 그리고, APEC

학생교류프로그램(AEEP)을 기반으로

하여 (대)학생들의 글로벌 리더십 향상

을 위한 교류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회

원국 요청에 따라 정부 및 교육관계자

대상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해외파견 일정은 약 10일

미만이나 국가별로 상이하다. 특히 초·

중·고 정규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하계

방학 중 파견되며 사전 활동으로써

약 2개월 간 소양교육을 받고 파견 준

비를 한다. 현지 활동 종료 휴 1개월 간

결과 및 성과를 정리하는 사후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파견단은 지도교수,교사,

대학생, 학생, 프로그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연혁 주요활동 활동기간 및 참가대상

2013년도 베트남 AIV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학

습 자료 제작’을 주제로 ′13.7.28.(일) ~ 8.3.(토), 7일

간 하노이(Hanoi) 손타이 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다. 파

견인원은 지도교수, 교사, 대학생, 프로그램 전문가를

포함한 총 16명이었으며, 봉사단은 90여명의 현지 정

부 관계자 및 학교 관계자 등을 만나 뜻깊은 나눔을 전

하고 돌아왔다.

주요 활동으로 디지털 카메라 촬영 기법 교육, Pho-

toscape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진 편집 기법 및

Moviemaker를 이용한 동영상 제작 기법 연수, ICT활용

수업 형식의 한국 소개, 문화교류활동 등이 진행되었다.

베트남 AIV 개요 2013.7.28.~8.4. 

인도네시아 AIV 봉사단원들은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콘텐츠 개발’을 주제로 인도네시아 반다아체(Banda

Aceh로 떠났다. 일정은 ‘13‘13.8.25.(일) ~ 9.1.(일), 8

일간 진행되었으며, 지도교수와 교사, 프로그램전문가

를 포함한 총 9명이 파견되었다. 봉사단은 이곳에서 교

사 및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활용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의 기본기능 및 활용법을 전파하였으며,

ICT를 활용한 한국의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팀 기반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하여 조별로 결과를 발표하는 시

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상호 문화교류활동을 통해 서로

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가는 행사도 마련되었다.

인도네시아 AIV 개요 2013.8.2 36.~9.1.

<특집2> 제3회 e-ICON 세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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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AIV를 다녀와서 이틀 후 코이카에서 주관하는 교사 연수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 오신 28명 선

생님들은 국제 교육 봉사에 관심이 많으셔서 자발적으로 연수 신청을 하신 분들인데 그 중 4명의 알콥교사가 포

함되어 있었다. 알콥교사라는 사실만으로도 동지를 만난 듯 반가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를 대가 없

이 나누어주고, 함께 공유하는 봉사 활동에  끊임없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또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오신 선

생님들에게 새삼 존경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천직인 교사들에게 ‘다른 나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봉사

‘라는 정의는 무척 송구하기까지 하다. 오히려 작년 태국 콘켄에서의 AIV에 이어 올

해 베트남 AIV 참여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내 자신에게 감사하고 소중한 체험이었

다. 이 염천에 웬 고생을 사서 하냐는 주위의 염려는 봉사기간 동안의 소소한 기

쁨과 보람들이 얼마나 나를 충만하게 하는지는 경험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

기에 웃음으로 대신하였다.

그동안 파견된 팀 중 최대 인원인 '최강 무적 베트남 AIV' 16명은 8월 3일 오후 6

시경 인천 공항에 집결하여 다시 한 번 성공적인 활동을 기약하며 기념 촬영!  4시간 30

여분 비행 끝에 도착한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다시 15인승 차를 타고 1시간 20여분 달

려 도착한 Sontay. 수도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숙소인 Lam Ky 호텔 부근은 소박하고 개발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60-70년대 농촌 마을 수준이었다. 날씨가 더워서인지 사람들의 생활은 일찍 시작되어 학생들의 등교 시간도 7

시 이전이었고 11시경 오전 수업이 끝나면 모두 집으로 돌아가 점심 식사를 하고 낮잠을 잔 후 다시 2시경에 오

후 수업이 시작된다니 날씨가 한 나라의 문화 풍습을 결정하는 최대 요인이라는 한 사회

학자의 말이 새삼 와 닿는다. 교사나 학생들의 주요 등교 수단은 자전거였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호텔에서

학교 가는 길 하천 옆에는 아침마다 재래시장이 열려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파는 노점상들이 즐비하였고 그들의 싱싱한 삶을 엿볼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하였다. 

Sontay 고등학교에서의 AIV 첫째 날 오프닝은 근교에서 오신 선생님들, 교

육 관계자 분들 5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특히 김치, 한

복, 한국의 화장품에 대해 이미 알고 있어 새삼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과 힘을 짐작

신짜오! 
베트남 AIV를 마치고

여수종고중학교 알콥교사 서영미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였지만 늘 밝고 따뜻한 미소로,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해 정성껏 우리를 대해 주는 현지 학생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기특하

고 대견한지 외국인이라는 생각은 잠시 잊고 마치 나의 제자라는 마음으로 지

냈으니 불과 며칠이지만 흠뻑 정이 들었으리라.  

특히 3일간 ICT 교사 연수를 받으면서 옆자리에 앉아 이런 저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친해진 ‘니아’ 선생님께서 마지막 날 새벽부터 준비하였다며 연잎과 바나나 잎에 싼 베트남식 찰밥

과 과일을 선물로 주셔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덕분에 그날 저녁은 모든 멤버들이 그녀가 준비해 준 찰밥과 과일

로 대신하며 그들의 따스하고 소박한 정에 대해 새삼 생각해보았다. 

한국 문화 수업에 대한 현지 학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무엇보다 한류의 영향으로 중고생들 대부분은

이미 한국의 아이돌 스타들에 대해서 우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흥얼거리는 우리나라의 노래와 춤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나 풍습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너무나 진지한 태도로 수업에 임하였고 특히 50명 학생들을

5그룹으로 나누어 함께 참여한 우리나라 학생들 5명이 각 그룹의 멘토가 되어 태권도, 한글, K-pop, 윷과 공기

놀이 등을 가르친 후 발표회를 가졌을 때의 반응은 거의 폭발적이었다. 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것을

따라 하고 싶고, 닮고 싶고, 언젠가는 꼭 가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었고 꿈이었고 희망이었다. 

좋은 교사란 학생들 잘 가르치고 교육시킬 뿐 아니라 활동적이고 협력적인 학습을 창조하고 실행하는 조력자이

자 중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 AIV는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수업을 제공하는

교사로서의 또 다른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계기는 물론 함께 공유하고 배우는 ‘Collaborative Learning’ 체험의

장이었기에 더욱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익숙한 곳을 떠나 눈에 보이는 모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고, 생각하고, 해결하는 여행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라 한다. 그 사치와 봉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AIV 프로그램이 있는 한 나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APEC국제교육협력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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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해외에 나가는 것이라 출발하기 전 내 마음은 무척이나 떨리고 긴장되었다. 게다가 단순한 해

외여행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교사들에게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 방법을 안내한다는 사

실이 나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을 미리 준비할 때도 대충

할 수가 없었다.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갖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 채로 출발하였다.

인천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7시간을 날아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자카르타

공항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을 도와줄 인도네시아 교육부 관계자인 Lestyani, Oky, Dodi,

Erwin 등을 만났다. 친절한 미소로 우리를 반갑게 맞는 그들을 보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첫

날 자카르타 공항 인근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우리 일행은, 둘째 날 반다아체로 이동하였다. 반

다아체 공항에 도착할 즈음에는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다. 반다아체의 바다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색깔을 가졌다. 하늘보다도 더 푸른 영롱한 바다 빛깔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었다.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한 우리는 간단히 짐을 풀고 첫날의 일정을 준비했다. 송기상 교수님께서는 시

뮬레이션 기반 수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고 국인순 선생님께서는 ‘앨리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 사례를 발표하였다. 그날 저녁에는 AIV 개회식이 있었다. 반다아체 지역의 주지사나 교육부의

고위 관계자가 직접 참여해서 뜻 깊은 개회식이었다. 이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바틱‘이라는 의상

을 입었는데, 문양이 아름답고 부드러우며 실용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또 개회식 행사로 어린 여학

생들이 인도네시아의 전통 춤을 추고 외국인과 싸워 몰아내는 내용의 공연을 하였는데, 인도네시아

의 독립 의지가 잘 느껴졌다.

셋째 날부터는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인도네시아 현지 교사 분들

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그건 나의 기우에 불과했다. 프로그

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서는 프로그램 전문가를 기용해 선생님들을 돕

도록 하였고, 어려운 개념은 그들이 통역을 해 줌으로써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또한 3명의 프

로그램 전문가와 2명의 교사, 2명의 대학생, 1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우리 8명의 AIV팀은 자신의

차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모두가 나서서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주었다. 

처음 스크래치를 소개하고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진행했을 때, 현지 교사들은 생소한 프로그램을 접

해서 그런지 무척이나 어려워했고 진행도 무척 더디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서로

서로 도왔기 때문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갔다. 오전과 오후 내내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배우고

실습한 결과, 교사들은 하루 만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발전을 보여 주었다. 그날 저녁에는 알콥 대학

생 팀이 준비해 온 전통 탈 만들기와 윷놀이 활동이 있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무척이나 쾌활하

고 재미있게 전통 놀이를 즐겼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즐거워하며 윷을 던지고, 탈을

직접 만들어 쓰고 춤을 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있는 상황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즐기는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과 또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송기상 교수님께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스토리보드 제작법을 알려주고, 곧바로 그룹별 프

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누군가가 스크래치로 결과물을 만들 때 무엇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야 하는지

질문을 하였다. 나는 교육용으로 스크래치를 사용할 것이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중점을 ‘게임’

에 두지 말고 ‘교육’에 두라는 대답을 하였다.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서 핵심을 파악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그날 오후에는 차정순 선생님의 스마

트 교육 현황 및 사례 발표가 있었다.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스마트 교육의 장점과 단점을 제대

로 알고 좋은 방향으로 교육을 이끌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었다.

다섯째 날, 오전에는 마지막 스크래치 프로그램 예제 수업이 있었다. 과녁 맞추기 프로그램과 랜덤

경쟁 게임을 만들어 봄으로써 인도네시아 현지 교사들은 스크래치 프로그램에 꽤 익숙해졌다. 첫날

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달라붙어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드려야 했지만, 이제는 도와주지 않

더라도 스스로 척척 해내는 그들의 발전된 모습이 인상 깊었다. 오후에는 어제 제작했던 스토리보드

를 이용해 팀별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아도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이들의 놀라운 실력 향상의 모습이 인도네시아 학생들

에게 퍼져 나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흐뭇하고 뿌듯했다. 

초등 컴퓨터 교육학을 전공한 나에게는 스크래치를 활용한 수업 방식을 해외에 알리고 온 이번 활동

이 정말로 소중한 경험이었다. 나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이다.

인도네시아에 머무는 동안 늘 따뜻하게 대해준 인도네시아 사람들 모두가 정말 고마웠고, 반다아체

의 아름다운 푸른 바닷가와 자카르타의 멋진 경치 역시 잊지 못할 것이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만들

어 준 알콥과 송기상 교수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도

이 경험을 토대로 삼아 계속 연구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인도네시아에서 배운 
새로운 열정 
한국교원대학교 프로그램 전문가 김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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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APEC 이러닝 연수 프로그램 
(2013.10.7.~11. 5일간)

제28차 APEC 이러닝 연수가 2013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총 5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되

었다. 이번연수는 APEC 회원국 교육 분야 국장급이상 고위 정책가를 위한 연수로서, 베트

남, 멕시코,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5개국 5명의 연수생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수를 위하여 한국을 찾아주었다. 특별히 이번 차수에는 지난 5월 아시아개발은행

(ADB)과 본원, 부산시가 함께 체결한 지식파트너십기반을 기반으로 아시아개발은

행(ADB)에서 중국과 베트남 연수생을 추천해주는 등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였다. 

기존의 연수가 이러닝 관련 지식전달, 공동연수 및 프로젝트 개발에 초점을 맞추

었다면 이번 연수는 각국의 이러닝 관련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정책포럼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한 회원국의 공통의 요구를 발견

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참여 연수생을 알콥으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협력과 리더십 구축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초청 시정연수 
(2013.11.18.~22. 5일간)

부산시 자매도시 공무원에 우수시정 소개 및 벤치마킹 기회 제공하여 개도국 자매도시의 지속가

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산중심의 ODA 사업 발굴하고자 부산시,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과 APEC국제교육협력원이 힘을 모아 2013년 11월 18일 부터 22까지 5일간 부산에서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초청 시정연수를 진행하였다.

미얀마 양곤, 베트남 호치민, 캄보디아 프놈펜 등 3개 자매도시에서 국제협력, 환

경, 소방,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 7명이 부산을 방문하였다. 부산소방안전

본부, 부산교통정보, 서비스센터, 부산영상위원회, 영화의전당, 부산상수도본부, 부

산환경공단 수영사업소,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부산환경공단 생곡사업소, 부산신항

등 부산시 내 주요기관 시찰을 통해 시정 우수분야 정책 공유하였다. 

연수생 전원이 성찰일지 및 소감문을 제출하는 등 연수에 성실히 참여하였으며 연수 결

과물 곳곳에서 연수가 얼마나 본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산 자매도시 관계자 초청 국제연수 
(2013.10.23.~29. 7일간)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주최하며 APEC국제교육협력원이 주관한 부산 자매도시 관계자 초청 국

제연수가 2013년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 간 부산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수는 부산 자매도

시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 고위급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당 분야 적정기술 전수 및 향후

ODA 시범사업 발굴을 위해 추진되었다. 미얀마 양곤, 베트남 호치민, 중국 상하이와

텐진,  캄포디아 프놈펜, 태국 방콕 등 총 6개 도시에서 11명의 연수생이 참가하였

다. 

본 연수는 이론적 학습, 우수사례 체험 및 공동연구(프로젝트 제안) 등이 결합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각 도시의 문제점에 따라 3개의 팀이 구성되었다. 상해,

양곤, 호치민 3개 도시 4명으로 이루어진 Better Water팀은 즉시 음용 가능 수돗

물 생산에 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었으며 방콕과 텐진 3명의 연수생으로 이뤄진

Fighting 팀은 텐진의 기술을 방콕에 전수해 운하 악취를 제거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산과 같은 선진국의 기술지원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프로

젝트는 방콕, 호치민, 프놈펜에서 온 4명으로 이뤄진 Green팀에서 도출되었다. 

부산시청 국제협력과와 환경정책과,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지역 상하수도분야 우수 기업인 생

등이 프로젝트 제안서 발표 시 참석하여 유용한 피드백을 주었다. 선진기술 전수 및 활용 사례

를 보며 자매도시에게 동기부여와 더불어 실질적을 도움을 주는 연수였다. 

제27차 APEC 이러닝 연수 프로그램 
(2013.7.30.~8.8. 10일간)

2013년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10일간 제27차 APEC

이러닝 연수프로그램 (APEC e-Learning Program)이 부산과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수는 APEC 공식사업으로써 APEC

회원국 교육부 프로젝트 실무담당자들을 초청하여 프로젝트 개

발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번 차수에서는 러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루나이, 인도네시

아, 중국, 칠레, 태국, 필리핀 등 총 9개의 회원국에서 14명의

연수생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본 연수는

중앙정부(교육부)와 지자체(부산시) 등 민관학 분야 6개 참여기

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성인연수의 우수 모델로서 APEC 회

의 등에서 그 성과를 널리 인정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연수는 가상 학습 환경 구축, 커뮤니티 구축,

U-Learning 구축, 학생교류프로그램 등의 주제로 4개의 팀을

구성하여, 지도교수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프로젝트를 구체

화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러시아, 멕시코, 칠레, 태

국 등 4개국 4명의 연수생으로 이루어진 Educom Team의 커

뮤니티 구축 프로젝트와 말레이시아, 중국, 필리핀 등 3개국 4

명의 연수생으로 이루어진 U-Leaders Team팀의 U-Learn-

ing 구축 프로젝트가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 특히 U-

Learning 구축 프로젝트는 알콥기업인연합회(ALCoB-EC)의

우수 기업과 함께 그 결과를 발

전시켜, 필리핀 지방 교육청

등과 MOU를 체결하며 프

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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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협력 전문가 양성 연수 중급 과정 개설
교육부 주관, APEC국제교육협력원 주최의 국제교육협력 전

문가 양성 연수 중급 과정이 2013년 12월 17일 개설되었다.

APEC국제교육협력원은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풍부한 활동

경험을 활용해 국제교육협력 및 국제교류 활동 진행을 위한 현

장 교육실무자를 길러 내고자 본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2012

년 초급 과정이 먼저 개설되었으며, 현재 총 3회 160여명의 초

급 과정 연수생을 배출하였다.

이번 연수는 12.17.(화)~20.(금) 연수홈페이지(edu.alcob.org)

를 통한 온라인 과정, 21일(토) 부산대학교 인덕관에서 시행된

오프라인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연수생들은 온라인 연수를 통

해 다양한 유형의 국제교육협력 사례를 접하고, 오프라인 연수

에서 직접 기획서를 작성 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 후

실시된 만족도 평가에서는 5점 만점 중 4.55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향후 연수 실시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한편 APEC국제교육협력원은 점차 증가하는 국제교육협력 전

문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014년 5월부터 매월 초급/중급 과

정을 함께 개설할 예정이다.

IAC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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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 알콥 워크숍 개최
2013년 12월 21일 부산대학교 인덕관에서 열린 2012년 제1차

알콥 워크숍에는 총 60여 명의 알콥 교사, 알콥 대학생, 그리

고 교육 행정가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총 5개의 세션

및 부대행사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알콥협력프로젝트(ACP), APEC국제교육

협력단 파견(AIV), APEC청소년교류프로그램(AEEP) 등 13년도

알콥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14년도 알콥 활동 계획을 소개하

는 시간을 가졌다. 

세션 2에서는 올 한해 시행된 총 8개 알콥협력프로젝트(ACP)

결과 발표를 통해 국제교육협력에 관한 실제 프로젝트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특히 이 세션은 국제교육협력 전문가 연수(중급)

과정과 연계되어, 연수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2013년 APEC국제교육협력단 파견(AIV)

결과 발표 및 차년도 계획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세션4와 세션5는 알콥교사와 알콥대학생, AEEP 참가 고등학

생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교사들은 학교중심 국제교육협력

Q&A를 통해 알콥교사 활동 유형 소개와 알콥 활동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알콥대학생들은 간담회를 실시하여 한 해 활

동 정리 및 14년 활동 계획 수립 등 발전 방향을 다졌다. 한편

차년도 1월로 예정된 러시아 AEEP 참가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별도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향후 계획을 안내받았다. 

부대 행사로 열린 제2회 알콥 사진전에서는 재미나고 참신했

던 알콥 활동 사진들을 전시하는 등 지난 1년간의 결과 발표는

물론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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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제교육개발협력협동과정
개설기념 전문가초청 국제세미나
APEC국제교육협력원(원장 홍은표)과 부산대학교 국제교육개

발협력협동과정(학과장 김영환)은 11월 13일에 부산대학교 교육

학과 BK사업단과 함께 부산대학교 인덕관 대회의실에서 국내

외 ODA 전문가, 부산대 관계자, 교육학과 BK21+ 사업단, 그리

고 부산대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외교부와 UNV 관계자를 모

시고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제교육개발협력협동과정 개설기념

전문가초청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제교육협력과 국제봉사”를 주제로 △사전간담회, △개회식,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세

미나에서는, 김기섭 부산대 총장의 축사, 이영활 부산시 경제부

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UNV 사무총장 Richard Dictus의

“International education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Volunteering”을 주제 한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또한 박동선 외교부 대사의 “International Conflicts and Co-

operation: Three Views on Cooperation”을 주제로 하는 강

연과 더불어, 홍은표 원장, 김영환 학과장 및 기타 국내외 전문

가가 참여하는 패널토의를 통해 국제개발협력확대를 위한 역량

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제개

발협력의 중요성과 참여 필요성에 대한 지역 및 대학 내에 공

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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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국제교육협력원 홍은표 신임 원장 취임
2013년 10월 28일, OECD사무국 홍은표 전 실장이 APEC국

제교육협력원 신임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홍 원장은 지난 16년

간 OECD 사무국에서 근무하였으며, KOICA 정책자문위원, 국

회예산정책처 정책자문위원, 부산광역시정책고문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홍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임 김영환

원장과 APEC 회원국을 비롯한 23개국의 알콥 가족들에게 감

사의 마음을 표현했으며, 향후 APEC국제교육협력원이 좀 더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국제조직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은표 신임 원장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기관의 무궁

한 발전과 변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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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J는 APEC 역내 국제교육협력 학술지입니다.

APEC 회원국 교육 전문가들의 국제교육협력 관련 지

식 창출을 자극하고, 관련 분야 지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자 미래교육 관련 회원국 대표 및 학자의 연

구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수 학자 및 학회가 발간

에 참여함으로써 APEC 교육 사업에 대한 전 세계적

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APCJ에 많은 관심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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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5호, 2008년 6호, 7호, 2009년 8호,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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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호, 2013년 16호, 17호에 이어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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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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