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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외고의 29번째

입학식, 새로운 시작

2018학년도

대학진학현황

많은 신입생들은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들었
을 것이다. 앞으로의 학교에서의 생활이 기대되어
신난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새 학교에
서 새 친구들과 함께 어려운 공부를 하고 경쟁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두려운 친구들도 있

2018년 3월 2일, 본교 신관 강당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축하 속에서 과천외고의 29번째 입
학식이 행해졌다. 모든 신입생들의 열렬한 환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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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교장, 교감 선생님

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그 날

의 환영 인사 및 각 반 담임선생님들의 소개가 있

입학식에 모인 학생들은 서로 의지하고 경쟁하며 3

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신입생들이 열심히 공부

년 동안 과천외고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

대

30

39

하여 각자가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목표를 반

앞으로 3년 동안 29기 학생들이 서로 의지하고 선

한 국 외 대

25

41

드시 이루라고 당부하셨다. 입학식 종료 후, 신입생

의의 경쟁을 하여 멋지고 자랑스러운 과천외고인

해 외 대 학

8

8

들과 2, 3학년 재학생들과의 상견례가 이어져 훈훈

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

大

30

99

계

262

382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학생기자 1-2 강병주

합

앙

타

나리타 국제고와 한일 문화국제교류
지난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과천외국어고등학교
와 일본 나리타 주에 있는 나리타 국제고등학교와

래에 맞춰 춤을 춘 시간은 나리타 국제고 학생들에게

이 가정에서 챙겨주신 도시락을 파트너와 함께 먹으

한국 가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며 일본의 음식문화를 체험해 본 기회였다. 또한, 4, 5

의 한•일 학생국제교류가 있었다. 나리타 국제고는

교시에 나리타 국제고에서 온 친구들과 과천외고에서

2002년 11월 과천외국어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한 후

일본어를 전공하는 반에서 수업을 같이 들으며 이야

매년 정기적으로 학생들과 일본어와 한국어 선생님이

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

방문해오고 있다.

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일본 학교의 수업을 몸소 체험해보며 양측
간의 교육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언어 및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한 이번 한•일 학생

다른 나라 학생들과 실질적으로 직접 접촉하고 소

국제교류회는 일본어를 전공하거나 부전공하는 학생

통할 기회는 흔치 않고, 국가 간의 상호작용이 중시되

들을 중심으로 15명의 과천외고 학생이 참여했다.

고 있는 오늘날에 과천외국어고와 나리타 국제고의
교류회는 두 학교장의 환영사와 답사, 학생 예능 교

한•일 학생 교류회는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

류, 개별 학생 교류의 순서로 진행됐다. 학생 예능 교

니라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줬

류는 서로의 끼와 재능을 보여주는 무대로 진행되었

다. 또한, 양국 학생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게

으며, 과천외고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아리랑을 부르

해준 소중한 기회가 됐다.

며 멋진 부채춤을 추었다. 각 학생이 양손에 부채를
쥐고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춘 우리나라 전통 부채춤

나리타 국제고 교류회 전 주말에는 과천외고 한 학

은 과천외고 학생뿐만 아니라 나리타 국제고 학생들

생과 나리타 국제고의 한 학생이 파트너가 되어 홈스

의 관심을 크게 모았다. 그리고 K-POP 인 레드벨벳의

테이하였다. 각자 홈스테이 파트너와 함께 점심을 먹

‘Russian Roulette’와 트와이스의 ‘Knock Knock’의 노

고 4, 5교시 수업에 참여하였다. 점심시간은 홈스테

학생기자 2-2 한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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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교과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여러분들에게 효
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NTERVIEW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할 수 있을지

최정윤 선생님 인터뷰

또는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할지에 주목하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미적분 1에서 우극한, 좌극한 이야
기를 다룰 때 선생님의 에피소드(복싱 이야기)를 개념에
녹여내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하기 쉽고 흥미롭게
수학 내용에 다가갈 수 있도록 시도해보는 거 같네요.

1. 학교에 오셨을 때 느꼈던 첫인상은 무엇인가요?

3. 최근에 읽으신 도서 중 추천하고 싶으신 것이 있나요?

4. 우리 학교 친구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첫인상 질문을 받으니 선생님이 3월 2일 처음 수업을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학교생

들어갔던 날이 생각나네요. 여러분과 인사를 나눴을 때

요? 책이나 영화로도 소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선생님

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수업은 물론 다양한 학

손뼉 치며 반갑게 맞이해주던 여러분들 모습이 그려지네

은 영화로도, 책으로도 봤던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

교 행사나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요. 여러분들과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우리 학교

분도 시간이 있을 때 한 번 읽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

참여하여 학교생활의 보람과 즐거움, 흥미를 이어나가

친구들은 정말 밝고 따뜻한 친구들이구나 생각했어요.

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정해놓은 기간이 있는 건 아니지

면 좋겠어요. 선생님 또한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시간에

만 종종 ‘수학 동아’라는 수학 관련 잡지 보는 걸 좋아합

있어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니다. 재미난 소재나 쟁점이 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

2018년 올해도 우리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면 알찬 수업이 될 수 있을까?’라며 항상 고

있어서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가끔 수업 내용과 관련

이어나갑시다.

민하지만 부족함이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선생님 개인적

된 소재들이 수록되어 있을 때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기

2. 수업 준비하시는 방법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기자 1-5 김유민, 2-6 이윤지

도 합니다.

영어 원어민
David Jackson선생님을
인터뷰 해보다!

INTERVIEW

good things and bad things?
I’m proud of how hard every body works on
their work here. They are very different from some
American students. All students are very friendly and
respectful, but some people are tired, so it gets hard to
pay attention and do well when you’re tired.

1. Please introduce yourself. How did you get the

3. It hasn’t been long since you came to GCFL

idea of being an English teacher in Korea, and

and how was your first month? Where did you

how did you hear about our school?

teach before?

I’m from Ohio in the United States. I came to Korea

All the other teachers have been very helpful,

as a ‘class’ in school. English is a tool that you can use

3 years ago in 2015, so that I could live in a different

because coming to a new school, I needed to adjust.

whenever you want to use it, and there are so many

country and try teaching. I wanted to start teaching

Also, lunch is good! I used to teach in Pyeongchon

different ways that you can use English beyond what

in Korea and I thought Korea is a good place to

Avalon, an elementary school in Seoul, and now GCFL.

you learn for tests. So I want to tell everyone not to
think of English as just a school subject. I want to be

move overseas and teach.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teaching high school students and one of my

4. What do you want to tell GCFL students and

the teacher who can make everybody feel comfortable

friends, Mr. John Georgie used to teach here, so he

students who want to become English teachers

enough when using English, like not feeling bad about

recommended that I come here.

in the future? What kind of teacher do you want

making mistakes. Because in language, that’s how we

to be?

learn __ By making mistakes!

2. While teaching GCFL students, what are some

과천외고생의
하루는 이렇다

I want to tell you guys not to think of English just

내려가 매일 다채롭고 맛있는 메뉴들로 구성된 급식을

시간

배정 시간(분)

활동내용

08시 50분~ 09시 00분

10

회의, 등교 및 학습준비 시간

09시 00분 ~ 09시 10분

10

학급조회

09시 10분 ~ 10시 00분

50

1교시 수업

6시부터 6시 50분까지는 방과 후 활동이 진행된다.

10시 00분 ~ 10시 10분

10

휴식

본인이 직접 신청한 강의를 수강하며 부족했던 부분이

10시 10분 ~ 11시 00분

50

2교시 수업

11시 00분 ~ 11시 10분

10

휴식

11시 10분 ~ 12시 00분

50

3교시 수업

12시 00분 ~ 13시 00분

60

중식 및 청소

13시 00분 ~ 13시 50분

50

4교시 수업

야간 자율학습은 7시부터 8시 20분까지 한 차례, 8시 35

13시 50분 ~ 14시 00분

10

휴식

14시 00분 ~ 14시 50분

50

5교시 수업

분부터 10시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야간 자

14시 50분 ~ 15시 00분

10

휴식

15시 00분 ~ 15시 50분

50

6교시 수업

먹는다.

과천외국어고등학교의 일과는 크게 아침 학교 그룹

나 심화된 내용, 혹은 유익한 내용을 더 배울 수 있다. 방

스터디 활동 및 자율학습, 수업, 중식과 석식, 방과 후 활

과 후 활동이 끝나면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시작된다.

동과 야간 자율 학습 시간으로 나뉜다.
선배들과 후배들이 각각 멘토와 멘티가 되어 공부할

학생기자 2-2 한지인, 1-1 김채은

수 있는 아침 그룹 스터디 활동은 7시 50분부터 8시 50

율학습 시간에는 그 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거나 부족하

15시 50분 ~ 16시 00분

10

휴식

분까지 진행된다. 학교 그룹 스터디 활동을 하지 않는

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공부함으로써 본인의 능력을

16시 00분 ~ 16시 50분

50

7교시 수업

학생들은 각자의 반에서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자

더 증진할 수 있다. 일과가 끝나면 셔틀을 타고 집에 귀

16시 50분 ~ 17시 10분

20

학급 종례 및 청소 시간

17시 10분 ~ 18시 00분

50

석식

율학습을 한다. 9시부터 9시 10분까지 조례를 한 후, 애

가한다. 쉬는 시간에 학생들은 주로 매점에 간다. 과천

18시 00분 ~ 18시 50분

50

방과후학교

국가가 울려 퍼지면 수업이 시작된다. 수업은 중식을 먹

외고의 매점에는 여러 가지 과자나 아이스크림, 음료수

18시 50분 ~ 19시 00분

10

19시 00분 ~ 20시 20분

80

기 전, 즉 12시까지 총 3교시가 진행되며 중식을 먹은 후

등이 있어 많은 학생들이 애용한다. 수요일 5, 6, 7교시

1시부터 석식을 먹기 전인 5시까지 해서 7교시까지가

는 창의 체험 시간으로 동아리 활동이 진행된다. 또한,

있다. 12시부터 1시, 5시부터 6시까지는 많은 학생들이

수요일에 진행되는 수요음악회를 통해 다양한 무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중식과 석식 시간이다. 급식실에

즐길 수도 있다.

GCFL TIMES

20시 20분 ~ 20시 35분

10

휴식
자기주도학습1
(신개념 방과후교실)
휴식

20시 35분 ~ 22시 00분

90

자기주도학습2(신개념 방과후교실)

22시 00분 ~ 22시 10분

10

통학버스 탑승 및 출발

학생기자 1-3 김채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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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부 – LED

회 때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나누어지고 모든 교

Let’s Enjoy Dazing! 안녕하세요, 과천외고 밴

직원 및 전교생이 보는 학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드부 LED입니다! LED는 교과 밴드 동아리로서,

부원이 직접 학생홍보 기자가 되어 원하는 주제

2018년에는 23기 24기가 활동하게 되는 유서 깊은

에 관하여 학교를 홍보하는 기사를 쓰고 부원들

공연 동아리입니다！ 밴드 공연뿐만 아니라, 학

끼리 서로 피드백을 받아 기사를 완성합니다. 올

교 홍보곡 작사, 작곡, 연주, 녹음에 참여하는 전문

해는 영자신문스크랩(타임지), TED 영상시청, 방

적인 활동도 하였으며, 외부 대회에서 수상한 경

송국 견학 및 다양한 활동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력도 있는 동아리입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공연을

부탁드립니다.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학생자치회- 학생회 ‘수’

패션 잡지 제작 예술 동아리 -DAIL
‘’교내 유일’’ 패션 잡지 제작 예술 동아리 DAIL
입니다! DAIL은 패션 화보 콘셉트 지정부터 의상,
메이크업, 촬영, 보정 그리고 잡지 발주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과천 청춘 사냥 축제
와 교내 동아리 발표회에서 부스도 운영합니다.

Swag으로 가득 찬 랩 동아리-RABS

올해 다른 동아리와의 협업과 과천외고 학생들의

과천외국어고등학교 흑인음악동아리 RABS는
“Rap And Be Satisfied”의 약자로 노래와 랩으로

참여로 이루어진 사진으로 포토북과 잡지를 발간
안녕하세요! 과천외고의 중심! 학생회 ‘수’ 입니

무대를 하는 공연동아리입니다. 자치적으로 기획

다. 학생회는 과천외고의 대표이자 개교 때부터

하는 단독 정기공연과 교외 발표회, 봉사 활동뿐

도서부-도담

열심히 달려와 어느덧 30년 차 조직이 된 학생자

만 아니라 교내 공연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담은 ‘야무지고 탐스럽다’라는 뜻으로 과천외

치회입니다. 우리 학생회는 학교 행사 전반에 걸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무대 활동으로 사람들과

고 교내 도서관을 책임지는 동아리입니다. 도담은

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직접 기획하고 진

소통할 수 있는 즐거운 동아리입니다!

도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과천외고

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

축제 ‘율목제’중 독서 골든벨 대회와 세계 책의 날

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학교의 질서를 수호하기

행사를 도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학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면

안녕하세요! 과천외고 오케스트라 동아리

생들을 위해 서가 정리와 대출 및 반납 업무를 함

접, 축제, 체육대회, 동아리 발표회 등 학교의 대

Breathless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현재 22, 23기

으로써 봉사도 할 수 있고, 축제 때는 학생들의 열

표행사부터 매일매일 학생들의 질서를 위한 급식

Breathless 부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교과동아리

정이 가득한 독서 골든벨의 진행자도 해볼 수 있

지도까지 이렇듯 학교에 더 기여하고 봉사하고자

이며, 22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이 깊은 동아리입

는 도담으로 오세요!

하는 일념 하나로 뭉친 우리 학생회 수와 부원들

니다. 동아리 내에서 학생들이 음악 선생님께 조

의 행보를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금씩 도움을 받아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입

입학홍보팀 – KING

오케스트라 동아리-Breathless

니다. 일 년 동안 입시 설명회, 동아리 발표회, 수

방송부 - GFBS

요음악회, 그리고 자율동아리 Euphonia와 합연
하는 정기연주회를 통해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던
곡들을 학생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학
생 여러분들이 공감하기 쉽게 모든 장르를 아우
르는 곡들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댄스 동아리-A2D
A2D는 교내 유일 댄스 동아리임과 동시에 학
업 스트레스를 싹 해결해 줄 수 있는 효율적인 교
안녕하십니까! 과천외고 홍보팀 KING을 소개

과 동아리에요. 수요 음악회, 동아리발표회 등 학

합니다. 홍보팀의 역할은 대표적으로 연간 두 번

안녕하세요. 과천외고 방송부, GFBS입니다.

교 내에서 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과천시에서 주

에 걸친 입학설명회 주도가 있습니다. 입학설명회

GFBS는 과천외고 유일 방송동아리로, 교내 가장

관하는 청춘 사냥 등 교외 활동까지 다양한 활동

에서는 전공어 홍보팀 부원들이 과별 부스를 제

많은 방송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교의 모

을 하며 봉사 시간도 받아 갈 수 있어요. 무대를

작하고, 학부모님들과 지원 희망 중학생들에게 질

든 행사에 필수적인 동아리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준비하는 동안 자주 만나면서 동기들뿐만 아니라

의응답을 하는 활동을 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마이크 설치부터 촬영, 음향관리 그리고 수요음악

선후배까지도 돈독한 관계를 쌓을 수 있어요!

카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여 SNS를 통해 과천외

회와 동아리 발표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의 장점을 보여주는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올리
고, 교내 동아리 홍보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보 제작 동아리- 참아롬

1학년 학생들의 모교 방문 활동을 주도하여 안내

안녕하세요! 참아롬은 지금 읽고 계신 과천외고

하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가져가는 학교 홍보

학보를 제작하는 유일 신문 동아리로 21년의 전통

물품 패킹 작업을 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 과천외고의 얼굴

과천외고의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

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 신문을 발행하는 일을 하

답니다! 올해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고 있습니다. 매년 4회 모교 방문 회와 입학설명

학생기자 2-2 한지인, 1-8 최규용

GCFL TIMES

4

통권 제52호 |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같이 공부할 사람 모여라!
-GCFL 그룹 스터디-

려운 개념이나 모르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공부할 수
있었으며, 명예교사로 뽑힌 상급생은 하급생의 공부를
도와주면서 전에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
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실제 그룹 스터디에 참가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과

과천외국어고등학교의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중 하

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국어 그룹 스터디에 참

나인 그룹 스터디 활동은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며 서로

여하고 있는 중국어과 1학년 학생을 만나보았다. 학교

협동하는 법을 배우며 효율적인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

의 문제 출제 형식이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에 관

다는 장점이 있다.

해 설명을 들으면서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

1명의 명예교사와 5~6명의 학생이 한 조가 되어 학

라 학습과 관련된 것 이외에도 각종 교내 대회나 학교

이 외에도 전공어 실력 향상을 위한 ‘중국어 스터디’

습하는 교내 재능기부 명예교사 프로그램으로 국어, 영

생활 팁과 같은 여러 가지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와 ‘프랑스어 스터디’도 개설되어 있다. 전공어 스터디

어, 수학 과목의 실력 향상을 위해 모의고사 성적이 4

유익하다고 말한다. 또한 오전 7시 50분 일과를 시작해

는 수요일 아침 자습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하는데 ‘중

등급 이하로 성적 향상이 필요한 학생들을 멘티로, 성

서 오후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다 보니 아침 시간

국어 스터디’는 조별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격증 시험

적을 더 높이 올리고자 하는 우수 학생들을 멘토로 구

에 피곤하고 잠이 올 수도 있는데 이 활동을 통해 서로

과 학교 시험에 대비하고 중국 영화나 드라마 감상이

성하여 실시된다. 1학기, 2학기 두 차례 나뉘어 학생 스

도와가며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효율적인

이루어지며 ‘프랑스어스터디’는 상급생 멘토 1명과 하

스로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나누어 함께 문제를 해결

아침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이 프로그램의 이점

급생 멘티 3~4명이 같이 프랑스어의 문법이나 여러 가

하는 과정에서 재능 기부를 통한 봉사 활동까지 연계

이라 생각한다고 한다. 2학년 국어 명예교사로 참여하

지 동사에 대해 배운다. ‘프랑스어스터디’ 같은 경우에

가 되는 의미 있는 활동이다. 이때 상급생 중에서 명예

고 있는 학생의 말에 의하면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비

는 멘토가 직접 자료를 만들어 공부하기도 한다.

교사를 뽑게 되는데 1학기에는 전년도 모의고사 성적,

문학과 문학 두 지문 정도씩 모의고사 문제를 가져가

누구나 입학하고 나면 처음 접해보는 고등학교 생활

2학기에는 당해 년도 1학기의 지도 희망 과목 모의고사

서 함께 풀어보고 문학 작품 개관 설명이나 어휘에 관

로 인해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어떠한 활동을 열심히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한 설명을 한다고 한다. 앞서 인터뷰한 1학년 학생과 마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열심히

‘그룹 스터디’는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아

찬가지로, 해당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도움

공부하고 싶지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침 자습시간에 공산관 2층 특별실과 어학실에서 이루

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팁들을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

혼자보다 함께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한다면 과

어진다. 프로그램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진행되고 그

이 프로그램의 이점이라 말했다. 그리고 명예교사의 주

천외국어고등학교의 협력인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그

외 활동은 자율적으로 참여 학생들이 협동하거나 명예

도력과 의지가 중요하고 배우는 학생들은 주어지는 것

룹 스터디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사가 주도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된다. 질의응답

에 고맙다고 느끼고 더 좋은 학습 효과를 만들도록 노

을 통한 교육방법을 적용하는데, 하급생은 과목별로 어

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학생기자 1-7 이서영

십자 말풀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석이조, 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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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N는 과천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
이 교사가 되어 중학교 학생들을 가르
치는 외국어 재능 기부프로그램으로,
2

2014 년 에 시 작 된 I LG ( I LOV E
GWACHEON) 프로그램이 2018년 ILN(I LOVE

들 중 외국어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학생들로 선

NEIGHBORHOOD)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발되었으며, 4월부터 6월까지 토요일 9시 30분

이전엔 과천중학교와 과천문원중학교만 참여

부터 11시 중 2시간씩 총 4회의 수업이 진행된다.

할 수 있었지만 현재 이 두 중학교를 포함한 평

ILN을 신청한 중학생들에게는 과천외국어고

촌중학교, 부안중학교, 안양중학교, 박달중학

등학교를 먼저 체험해보고, 수업에 참여하면서

교 등 관내 중학교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총 82

각 학과가 담당하는 언어능력(영어, 일본어, 중

명의 중학생과 본교 재학생 56명이 참여하고 있

국어, 불어, 독일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는 이 프로그램은 과천외고 학생들이 교사가 되

제공된다. 또한 ILN에 교사로 활동하는 과천외

어 본교에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

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일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교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야 너무 웃긴 영어? 야 나두!’, ‘일석삼조!(CNN

자신의 꿈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좋은 경험이 될

과 영화와 팝송의 만남), ’언니들과 같이 영어할

것이다. 이러한 전공어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인

래?’, ’M&S’,’미디어를 통한 미쿡인 되기!’, ’누구

근 중학생과 과천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로⓷ –
		
세로3 –
		

나 쉽게 따라하는 일본어! 이웃집 일본어’, ’쉬엄

고등학생 모두에게 흔치 않은 좋은 기회이다. 또

가로⓸ – 다른 학교에 비해 특별한 과천외고의 학과: 프랑스어과, **과

쉬엄 중국어’, ’귓가에 불어 줘!’, ’ACHTUNG(조

한 학교를 홍보하고, 지역 사회의 유대 강화를

심해) 뜨거운 독일어’, ’영상으로 쉽게 배우는 영

이끌어 낸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학생

어’, ’POPCORN ENGLISH(영화로 영어 정복하

들이 가르치고 배우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기!)’, ’LET’S PLAY!’, ’거침없이 일본어!’, ’나 원한

수 있다. 따라서 더욱 다양한 수업들과 주변 중

다 일본어!’,’일어가 이러케 쉬울 줄 몰랐어(일일

학교의 참여로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활성화

쉬몰)’, ’글로벌 시대에 중국어 한마디 어때?’, ’야

할 필요가 있다.

나독!(야 나도 독일어 해!)’ 등 총 21개의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었다. 학생강사는 과천외고 학생
GCFL TIMES

객원학생기자 1-2 권예인, 연다빈, 조민영

⓷

5
⓹

세로1 –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갈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1990년 3월
		 경기도 과천시에 설립한 외국어 고등학교 : *********
가로⓵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과 경기도 안양시·과천시의 경계에
		 있는 산 : ***
가로⓶ – 과천외고의 4대 *** : 학생회, 홍보팀, 트리옴프, 방송부
세로2 – 과천외고의 인재상 : ***, 협력인, 성취인
과천외고의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전공어 인증 프로그램 :
******
과천외고 건물 안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PC와 쉴 수 있는
의자가 마련되어 있는 공간 : ***

세로4 – 선배와 후배가 서로 협력하여 음식 관련 부스를 운영하고,
		 그와 더불어 전공어도 소개하는 과천외고의 축제 : ***
가로⓹ –
		
세로5 –
		
		

‘Gwacheon Foreign Language Highschool’ 의 약자 :
****
과천외고 학생들이 과천과 안양시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학생들
을 직접 가르치며 자신의 꿈과 관련하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과천외고 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 ***
힌트: ‘I Love Neighborhood’ 의 약자

학생기자 2-5 박수연, 1-5 서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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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프로그램(GIEP)
국제교류프로그램(GIEP)은 International

이 외에도 중국

Exchange Program으로 과천외국어고등학교가 다양

의 요녕성 실험

한 국가들의 문화 이해를 위해 해외 고등학교와 자매

중학(1994.07.01.

교를 체결하여 학생과 교사 상호 홈스테이와 문화체

교류 체결), 난

Panyarat 고등학교

험 교류를 하는 것으로, 글로벌 인재의 자격을 갖추

닝시 제14 중학

고, 외국대학 추천입학제도를 통하여 해외 우수 대학

(2005. 04.18. 교

미국·캐나다 대학탐방
및 해외문화체험

으로 진학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류 체결), 그리고

캐나다와 태국 일본과 중국 등의 중고등학교

베이징 인민대

와 체결하고 있는 자매교 교류프로그램(MOU)

학부속 중학 제2

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

분교(2016.12.08.

다. 먼저 2001년 3월 22일 캐나다의 뉴 웨스트민스

교류 체결)와도

터 중학교와 MOU 체결을 맺었는데, 이의 연장선

MOU를 체결하

으로 이후 2017년에는 미국, 캐나다 대학탐방 및 해

국가

구분

교류체결
일자

뉴 웨스트민스터 중학교 캐나다

자매교

2001.03.22

학생과 교사 문화체험 상호 교류

자매고

2016.11.02

매년 방학기간 학생과 교사 홈스테이 및 문화체험 상호 교류

학교명

나리타
국제고등학교

태국

미국
해외체험학습 2017.02
캐나다

일본

자매교

활동내용

매년 2월 중 미국 Ivy League 대학 탐방 및 캐나다 대학과 해외문화체험

2002.11.05

매년 방학기간 학생과 교사 홈스테이 및 문화체험 상호 교류
⋅2018년 1월 24일~2018년 1월 29일(5박 6일)/ 15명의 학생 참여/나
리타 국제고등학교 홈스테이 및 학교체험, 아사쿠사, 하코네, 가마쿠라 등
을 방문하여 일본문화체험을 함.

칸토
국제고등학교

일본

자매교

2016.07.19

매년 방학기간 학생과 교사 홈스테이 및 문화체험 상호 교류
⋅2018년 1월 24일~2018년 1월 29일(5박 6일)/ 20명의 학생 참여/간
토 국제고등학교 홈스테이 및 학교체험, 아사쿠사, 하코네, 가마쿠라 등을
방문하여 일본문화체험을 함.

여 중국의 문화

요녕성 실험중학

중국

자매교

1994.07.01

학생과 교사 문화체험 상호 교류

외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교류를 체결하기도 하였

를 체험하는 기

난닝시 제14중학

중국

자매교

2005.04.18

학생과 교사 문화체험 상호 교류

다. 이렇게 영어권 학교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아

회도 마련해놓

시아의 학교들과도 MOU를 체결하였고, 태국의

았다.

베이징인민대학
부속중학제2분교

중국

자매교

2016.12.08

매년 방학기간 학생과 교사 홈스테이 및 문화체험 상호 교류

Panyarant 고등학교(2016.11.02. 교류 체결), 일본의

과천외고에서

나리타 국제고등학교(2002.11.05. 교류 체결)와 칸토

외국대학으로 추천 입학을 할 수 있게끔 교류를 체

와세다 대학, 리츠메이칸 대학, 리츠메이칸 아시아

국제고등학교(2016.07.19. 교류 체결)가 대표적이다.

결한 학교는 일본과 중국의 대학교가 있다. 일본의

태평양 대학(APU), 도시샤 대학, 칸사이 대학과 중국
의 상하이교통대학교, 산동대학교, 하얼
빈공업대학교가 그러하다.
이 학교들과의 입학 정보교류 및 학교
장 추천 입학 협약을 통해, 각 대학교에
과천외고 학생들이 영어 및 일본어 전형
으로 추천 입학을 할 수 있다.

일본 칸토국제고등학교와 MOU 체결(2016.07.19)

태국 Panyarat고등학교와 MOU 체결(2016.11.02)

중국 베이징인민대학부속중학제2분교와 MOU 체결
(2016.12.08.)

학생기자 2-5 최휘준

동계 방학중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실시
2018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미국에서 홈스테
이 및 고등학교 문화교류체험을 하기 위해 과천 지역

하였다. 그 후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벌링턴 시에서

다. 미국 학생들은 발표가 끝난 후 그들에게 궁금한

홈스테이 가족을 만났다.

것들을 질문함으로써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

학생들 14명이 인천공항으로 출발하였다. 약 14시간

２주의 기간 동안 홈스테이 가족과 지내면서 미

다. ２주 동안의 홈스테이 체험 후, 학생들은 워싱턴

의 비행 끝에 학생들은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

국 남부 전통 레스토랑을 방문하고 미국 스포츠의

과 뉴욕을 탐방하러 떠났다. 워싱턴에서는 국회의사

꽃, 미식 축구 경기도 보면서 미

당과 백악관, 스미스소니언 자연사 박물관과 링컨 기

국 문화를 몸소 체험하였다. 또

념관 등을 방문했다. 그리고 뉴욕에서는 타임스퀘어

한 그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니

를 방문함으로써 세계 중심 도시인 뉴욕의 거리를

면서 대수학과 역사 등의 과 목

체험했으며, 유엔 본부를 방문함으로써 전쟁의 참극

들을 배움으로써 글로벌 인재로

과 평화 및 대화로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

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계기

었다. 또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꼭대기에서 뉴

가 되었고, 현지 학생들과 영어

욕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았다. 참여한 학생들은 ‘이

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미국 청

번 미국 탐방은 절대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이라

소년들이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

고 말했다. 또한 ‘탐방을 하는 동안 내가 진정으로 하

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다. 또

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하였다.

한 학교에서 우리나라와 과천외

이번 미국 탐방이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글로벌

고에 대해 발표를 함으로써 미국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되었기를 바란다．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와 과천외
고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

학생기자 2-2 박성연, 장한나

GCF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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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리더십캠프, 우리가 배운 것
지난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1학년 전학생들을 대상

원들 앞에서 발표하고 친구들과 조별 활동으로 ‘상자

의 성취물을 보여주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노

으로 데일 카네기 리더십 캠프가 진행되었다. 데일 카

공장 이야기’를 연극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후 아프리

력을 하였는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 수료식이 진행

네기 리더십 캠프는 자기계발 트레이닝 전문 데일 카

되었다. 수료식이 끝난 후, 1학년 학생들이 모두 모여

네기의 리더십 프로그램과 아카데미 학습법을 적용한

레크레이션을 즐기면서 3일 간의 리더십 캠프가 끝이

인성계발 및 동기부여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다양한

났다. 학생들은 다양한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발표하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인성, 자신감 및

는 등의 활동 위주의 수업을 통해, 리더십과 자신을 표

삶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갖게 되었다. 데일 카네기

현할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다양한 주제의 발표

리더십 캠프에서는 3일 동안, 리더십에 대해 강의해 주

를 통해 자신감과 발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

시는 강사 한 명과 레크레이션 강사 한 명이 학생들을

었다고 한다. 모두가 함께였기에 더욱 뜻깊었고, 각 구

지도해 주었다. 첫째 날, 나의 ‘비전’을 설정하고 ‘비전

성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
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었다는 반응이었

트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탐색
하는 시간과 구체적인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카 아이들을 위해 ‘희망의 운동화’ 만들기 활동을 한 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지난 시절의 ‘나’의 이야기를 모둠

간식을 먹고 귀가했다. 마지막 날, 모두의 앞에서 자신

1박 2일의

다.
학생기자 1-2 김민철, 2-2 한지인

대의원 리더십 캠프

2018년 3월 25일, 각 반의 회장과 부회장, 4대 동아리

자 가장 즐거운 시간이 온 것이다. 마치 친구들끼리 수

고 뒤편에 있는 관악산을 등반하였다. 학업과 수행평

인 KING, Triomphe, 방송부, 학생회, 그리고 교내 자치

련회에 온 것 같이 수다도 떨고, 게임도 하며 즐거운

가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고, 자신의 체력을 측정해보

위원회인 HC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의원회 리

는 시간이 되었다. 학생들은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더십 캠프가 진행되었다. 개회식 이후 학생들은 각각

뒤처지는 친구들을 격려하며 서로 도와주었고, 등산에

소속된 부서로 나누어져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도전한 학생 전원이 성공할 수 있었다.

발전을 위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의견이 모

선후배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했던 대의원회 리더

이자 각 동아리 상급생들은 의견들의 우선순위를 매기

십 캠프는 참가한 학생 전원에게 뜻깊고 즐거운 시간

고 중요도를 파악했다. 그 이후 위원회와 동아리 모든

이 되었다고 한다.

학생이 정리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가 끝난 후 간식을 먹으며 학생들은 선후배 간
얼굴을 익히고, 함께 게임을 하며 선후배간 뜻깊은 시
밤을 보낼 수 있었다.

간을 보냈다. 밤이 깊어지자 학생들은 교실에서 침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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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기상 이후 체력 단련과 단합을 위하여 과천 외

을 펴고 누웠다. 대의원 리더십 캠프의 하이라이트이

과천외고 학생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청소년 SNS사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천 외고의 또 하나의 소식통인 SNS

2. 청소년의 SNS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 질문에 대해 216명(81.5%)의 학생들이

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SNS 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고, 49명(18.5%)

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1,2학년 전체 학생
462명 중 265명(57%)이 응답했다.

그리고 5명(2.6%)은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

게 조심하기, 허위 사실 유포 자제(명확지 않은

고 했다.

정보 유포 시 상단에 공지)하기, 예의 지키기, 과
대광고 제한하기, 그리고 익명 페이지 폐지하기

4.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반대로 2번 질문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3.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 대답한 학생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10명

2번 질문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대

(20.4%)이 남과 비교되어 우울, 결핍 증상에 걸

답한 학생들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101명

릴까 봐 걱정한다고 답했고, 14명(18.5%)이

위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한 학생은 247

(46.7%)이 친목 도모, 73명(33.7%)이 정보(유

허위 및 과대 정보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23명

명(96.5%), ‘아니오.’라고 답한 학생은 18명

행, 할인, 맛집 등) 공유, 14명(6.4%)이 손쉬운

(46.9%)이 시간 낭비라고 답했다. 사생활 침해

(3.5%)이었다.

자기 기록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23명(10.6%)

가 발생할까 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학

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완벽한지 증명해

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해서라고 답했다.

생은 2명(4.2%)이었다.

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껴왔다고 한다. 그

1. SNS 계정이 있으신가요?

아니오

3.5%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

18.5%

손쉬운
자기 기록 때문

부정적

2.6%
10.6%
6.4%

4.2%

46.7%
81.5%
96.5%
예

긍정적

친목 도모

33.7%
정보공유

5. 바람직한 SNS 사용을

20.4%

우울, 결핍 증상에
걸릴까 봐 걱정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나온 답

46.9%
시간 낭비

18.5%

허위 및 과대
정보 때문

변은 개인정보 보호,
사용시간 제한, 욕설

SNS에 올린 자신의 정보들이 전부 거짓
이라는 사실을 밝혀 화제가 됐었다. 그녀

킨 비극이자 SNS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
하는 성향을 보이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경고이다.
“Social media is an illusion.”
-By Essena O’ neiㅣ

자제 3가지였고 그 외
에 SNS에 중독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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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용하던 에세나 오닐(Essena O’ neil)이

녀의 사례는 SNS의 과도한 사용이 일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까 봐
부정적으로 생각

그 외에
다른 이유

2015년 11월 2일, 유명 모델이자 SNS를

학생기자 2-5 임다빈, 최휘준

7

통권 제52호 |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일

국민의 철퇴를 맞은 전 대통령
지난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횡령, 배임

3번째 사례는 지난해 구속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

일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당하였다. 그

등 총 20여 가지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전 대통령의

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에 일어났던 일명

달 31일에 뇌물수수, 직권 남용, 강요, 공무 비밀누설 등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 판

13개의 혐의를 받은 채로 거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이 소명되었고 증거 인멸 및 도

구속되었다. 현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주의 위험이 높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을 구형하였으며,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이 전 대통령은 역대 4번째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되었

이 선고되었다.

으며, 생존해 있는 역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은 모두
구속 경력을 가지게 되었다.

전직 대통령의 계속되는 구속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

의 관심, 특히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아

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두 전 대통령은 지난 1995

니었을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년에 각각 내란 모의, 뇌물수수 그리고 반란 수괴 등의

위해서는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갈 우리 청소년들이 정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특히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정치가 우리 삶에 얼마나

사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2심에서는 무기징

큰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

역으로 감형되었고 결국 1997년 4월에 있었던 대법원의

마나 중요한지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종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각각 징
역 17년과 추징금 2,688억 원,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
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김영삼 정부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지난 2016년 12월
학생기자 1-7 정재완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지난해 2017년 3월 10

의해 사면되었다.

남한과 북한의 성공적인 재회를 기원하며
2000년 진행된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진행

북측은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해 그리고 평창올림

그리고 북한과 세계의 대립 관계가 진정되었으면 한

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약 11년 만에 제 3차 남

픽 동안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다. 이와 더불어 화해 협력의 관계와 경제협력 확대 및

북정상회담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올해 4월 말에 개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예술단을 초청했으며 초청된 남

한반도 평화 증진과 공동 번영의 선순환 관계를 기대

최되었다.

측 예술단은 남북평화협력을 기원하는 남측 예술단 평

하는 바이다.

양 공연을 4월 1일과 3일 진행했다. 이는 남북 정상회
북한은 지금까지 남한과 세계를 향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메시지들을 보내 우리를 불안하게

담의 사전행사이자 지난달 열린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의 남한 방문 공연에 대한 답방 차원이었다.

해왔다. 하지만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성부터 제3
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결정에 이르기까지 올해 남한과
북한은 서로에게 화해와 화합의 손을 내밀었다.

이번 남북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대립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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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동, 유리하게 작용할까?
최근 교육부가 대학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축소•

와 고려대의 경우 2018년 기준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

이 이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추측

폐지를 권장한다”는 권고를 하였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종전형) 모집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상위권

과는 반대로 수시 모집 중 특히 학종전형을 통한 입시의

축소•폐지(이하 수능 최저 축소•폐지)는 각 대학이

대학의 학종전형 확대 추세가 최근 들어 더욱 가파르게

예측성이 떨어질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수능최저 학력

권고를 수용할 경우 2020학년도(2018년 기준 고2)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 최저가 축소•폐지

이 축소•폐지될 경우, 학생의 어떤 점이 타 학생보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될 경우, 학종전형으로 모집 정원의 대부분을 뽑는 것은

우수해서 합격하였는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

대학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하고, 학교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은 천차만별

수능 최저 축소•폐지의 첫 번째 장점은 수시를 노리

이기 때문에 전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는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부담을 비교적 덜 수 있다는

그러나 3월 26일 게시된 수능 최저 축소•폐지 국민

점이다. 정•수시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정•수시의 선

청원에 9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수능 최저학력 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축소•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

발 기준을 확실하게 차별화하여, 수시 지원 학생들의 수

소•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수

확하게 결정된 사항이 없지만, 만약 수능 최저학력이 축

능 의존도를 감소시켜 ‘수능 날 대학의 당락이 결정된

능최저 축소•폐지는 수시모집에서, 내신이 비교적 낮

소된다면, 축소 기준은 대학교에 따라 달라질 전망으로

다’라는 부담을 덜도록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또, 교

은 수험생들의 역전의 기회가 없앤다. 학생들을 객관적

보인다.

육부는 수능 최저 축소•폐지가 무분별한 수시 비율의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 지표인 수능 최저학력이 없어

확대 추세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대

진다면, 학생들의 우수함을 판단할 다른 지표로서 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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