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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외고 ‘입학설명회’나 ‘수요진로탐색교실’에 와본 적이 있는 중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 쯤 학교를 안내하고, PPT와 재치 있는 말로 학교를 
소개하며 항상 밝은 미소로 질문에 답해주던 학생들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바로 명덕의 얼굴, 학교 홍보 동아리 ‘COMP’의 학생들이다. 동

아리 COMP에서는 입학 설명회, 중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 모교방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명덕외고를 준비하는 신입생들에게 학교에 대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멘토링을 해준다. 또한 학교 홍보 신문인 명덕누리를 기획, 집필 및 디자인까지 총괄한다. 명덕의 얼굴로서 대외적인 
홍보와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을 하는 명덕의 얼굴, COMP의 향후 행보를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기자_황은지

명덕의 얼굴, 홍보 동아리 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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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외고에서는 다양한 과목에서 여러 종

류의 수행평가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대

표적으로 시 발표, NIE, 감상문 작성, 발표 

수업, 인터뷰 등 여러 수행평가 활동이 있

다. 먼저 국어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시 발

표는 4~5명으로 구성된 모둠이 한 시인의 

시집을 읽고 각자 맡은 시에 대해 발표하

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약 5분 정도의 발표에서 시를 소개하고 자신

이 생각하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시를 해석하는 형식으로 기존

의 시각과는 색다른 시각으로 시를 바라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2학기 때는 소설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다. 

또한 명덕외고의 대표적인 수행평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NIE(Newspaper In Education)는 주로 영어 교과에서 실시된다. 영어 시간에는 자신

의 관심 분야에 대해 기사를 찾은 후 단어의 영영 풀이를 찾아보고 기사를 요약하며 

기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또한 친구들의 NIE를 읽고 

간단한 소감을 작성하면서 여러 분야의 기사를 접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명덕외고의 전공어 수행평가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원어민 선생님과의 인

터뷰를 수행평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단어 시험, 발음 시험 등 각 전

공어 마다 각양각색의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1학년 전공어별 수행평가

중국어과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원어민인터뷰 PPT 발표 원어민인터뷰 원어민인터뷰 원어민인터뷰 원어민인터뷰

받아쓰기 작문 발음 시험 작문 단어 테스트 영화 감상문

기자_홍원교, 임동건

명덕외고에서는 학생 개개인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매년 다양한 방과후 강좌들을 개설해왔다. 전공어 관련 방과후는 물론 ‘미드로 영어

공부하기’, ‘영화와 사회’와 같이 다양하고 색다른 방과후 강좌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다. 

학생들은 이렇게 많은 방과후 강좌들 중 자신이 원하는 강좌를 듣기 위해 떨리는 마음

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단단히 준비를 한다. 경쟁률이 높은 강좌는 신청시간 10초 만에 

바로 마감될 때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경쟁률이 센지 알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방과

후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SOL/SAL 방과후가 마련되어 있다. ‘SOL 방과후 학

교(Student Oriented Lecture)’란 학생들이 자유롭게 5명~20명 정도의 인원을 모아 강

좌 개설 신청을 통해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은 SOL 방과후를 통해 심화된 학습

활동이 가능하다. 그 외에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학술 자율 동아리 활동을 위해 운영

되는 방과후를 ‘SAL 방과후 학교(Student Oriented Academic Lecture)’라 칭한다. 학

생 개개인의 학문적 관심과 열정을 심화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개설되며 소

규모 인원으로 구성하여 학생 개개인에 대한 1:1맞춤지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2018년 여름 방과후 개설 강좌 현황

순번 타임 과정 강좌명

1 오전 1 인문 중국어 어휘문법 연습4급

2 오전 2 공통 영미 영어에 눈떠 B

3 오전 2 인문 미드로 영어공부(길모어걸즈1)

4 오전 3 공통 세계문학특수과제연구(단편)

5 오전 3 인문 프랑스어 문법 완성

6 오전 2 공통 Taylor Series 연구반

7 오전 2 인문 미적분1 + 수학2 - 수능완성

8 오전 3 공통 Taylor Series 연구반

9 오후 1 인문 인문독서토론과 논술14 - 법철학 편: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10 오전 1, 오전 2 공통 영화감상 및 소논문 쓰기

기자_황은지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명덕외고 26기 중국어과 2학년 박지은입니다.

Q  자신만의 스터디플래너 작성요령이 있다면?

A  저는 면학실 분위기도 산만하고 집중도 가장 안 되는 의무면학이 끝나가는 시간인 11시에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는데요, 이 시간에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함으로써 내가 오늘 하루

를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돌아보는 동시에 내일을 계획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Q  시험기간과 시험기간이 아닐 때 어떻게 공부하나요?

A  저에게 명덕에서의 생활은 크게 시험기간과 수행평가기간, 그리고 방학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시험기간에는 면학시간 6시간과 식사시간, 점호시간 전후로 1시간 30분 정도를 더하

여 하루에 7-8시간의 자습시간을 확보합니다. 시험이 가까워지면 학교에서 자습을 주기도 
하는데, 이걸 활용하면 하루 자습 시간을 13시간, 14시간까지도 확보할 수 있어요. 수행평

가기간에는 자습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하루에 4시간만 집중해서 공부해도 성공한 
하루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방학에는 방과 후 수업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요. 저는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수면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심

야자습은 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한 시험기간에는 시험이 가깝기 때문에 긴장하고 공부하지만, 방학에는 수능이 
먼 미래의 일인 것처럼 느껴져서 긴장이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의

고사도 진짜 수능인 것처럼 생각하고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명덕외고 27기 프랑스어과 1학년 선재원입니다.

Q  언제 스터디플래너를 작성하나요?

A  1교시 시작 전 아침자습시간에 스터디플래너를 씁니다. 

Q  자신만의 스터디플래너 작성요령이 있다면?

A  우선 아침에 학교에 오면 바로 플래너를 펼쳐서 그날 공부할 과목들을 먼저 적어요. 예를 
들면 국어- 매3비 15일차 풀기, 〈엇박자 D〉 글 다시 읽고 참고서 문제 풀기, 이런 식으로요.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또 저는 플래너 속에 있는 하루 24시간 칸을 활용해서 한 과목을 공

부하느라 시간을 다 소비하는 것을 막아줘요. 예를 들면 5시부터 7시까지는 빨간색 펜으

로 수학 공부, 7시부터 7시 50분까지는 과학 복습, 파란색 펜으로 표시해놓고. 계획한 시

간이 다 지나면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는 편이에요.

Q  예비 고등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고등학교 공부는 난이도도 어렵고 양 자체가 중학교 때보다 훨씬 불어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혼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신한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뭔지, 공부

하다가 내가 약한 부분은 어디인지, 시간을 어떤 과목에 투자해야 할지 결정하는 게 관리

예요. 이런 것들을 스터디플래너를 제대로 쓴다면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겁먹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처음에 힘들더라도 고등학교에서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

꿀 거예요. 힘내세요!

명덕인들의 수행평가 엿보기 이렇게 다양한 강좌들이 있다니! 

방과후, SOL, SAL

그것이 알고 싶다! 명덕인들의 스터디플래너

명덕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스터디플랜을 짜고, 또 얼마나 공부할까? 매주 진행되는 수행평가를 

준비하고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

덕외고 내에서 학생들이 저마다 특색 있는 스터디플래너를 가지고 계획을 짜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다. 스

스로 공부계획을 세우며 ‘자기주도 학습’을 몸소 경험하는 명덕외고 학생들, 실제 그들이 어떻게 스터디플

래너를 작성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본다.
기자_안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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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대회,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2학년 소규모테마교육여행

6월 5일부터 7일까지 명덕외국어고등학교의 2학생 학생들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

났다. 이번 수학여행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A, B, C코스로 나눈 후 

과별로 가고 싶은 코스를 선택해 3일을 보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A, B, C 코스 모두 에코랜드, 만장굴, 카트체험, 이중섭거리, 서귀포 올레시장, 제트보

트체험, 수목원테마파크+VR체험, 본초족욕체험, 카멜리아힐 등을 방문하였다.

A와 B코스는 천지연폭포, 오설록녹차밭 등을 방문하였으며 C코스는 해녀박물관, 성

산일출봉, 쇠소깍을 방문하였다.

A코스를 선택한 독일어과 송서연 학생은 “호텔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 중에 제트보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B코스를 선택한 영어과 전세민 학생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대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자유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좋았다. 또한 제주도의 바다가 가장 인

상깊었다.”라고 전했다. C코스를 선택한 프랑스어과 오송현 학생은 “가장 인상깊었던 

곳은 녹차밭이고 바로 옆에서 제주도의 바람을 느끼며 카트레이싱을 할 수 있었다는 

점도 좋았다”라고 전했다. 학생들은 각자 선택한 코스에서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을 적

용하여 통계활용 이슈 브리핑 대회와 지리답사 보고서 대회를 준비함으로서 더욱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기자_전세연

시사이슈에 관심 있니? 

통계활용 이슈브리핑 대회 

통계활용 이슈브리핑 대회는 본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제주도로 간 소규모테마교육

여행을 통해 교과 수업을 확장시켜 시사 이슈와 교양지식에 대한 개개인의 인지도, 논

리적 사고력 및 통합적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고 탐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개최

됐다.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모둠을 짠 후 함께 관심 있는 이슈를 탐색했다. 그 이슈를 

분석하기 위하여 인터뷰, 설문조사 등의 통계적 수단을 활용했고 이를 통해 얻은 근거

들을 카드뉴스형태로 작성한 뒤 예선전을 참가했다. 예선전에 제출된 보고서 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우수작을 심사하여 본선에 진출할 팀을 선별했다. 본선에 진출한 팀

은 7월 방학식 전 통계활용 이슈브리핑 대회에 출전하여 보고서 내용을 뉴스형태로 발

표하게 된다. 이슈에 대한 분석력, 공정성과 조사 내용의 독창성, 실제 취재 자료의 적

절성, 발표 태도 및 능력, 이 5가지를 주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올해 5가지를 모두 

만족시켜 대상을 거머쥔 중국어과 2학년 김민지, 신지윤, 구나현, 이재은 학생들의 주

제는 ‘세계로 뻗어나갈 제주도의 활성화 방안’이었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높은 소비

자물가와 중국인들에게만 편중된 시장 형성이라는 큰 한계점을 파헤쳐보기 위하여 본

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실제 제주도와 서울의 물가 차이를 체감해

보기 위해 각 지역의 전통시장을 방문하였다. 또한 상인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체감 상 비율이 중국인이 제일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 제주도 관련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거나 SNS를 활용하여 흥미로운 홍보

자료를 게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제주도 현지 내에서도 중국 이외의 외국인 관

광객들을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마련되어야한다는 결과를 도출해내었다. 위 대회를 

통하여 학생들은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파악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로 수치화하여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몸소 경험해봄으로서 지식의 역량을 넓혔다.

기자_안수현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1학년 진로탐색체험 대회가 열렸다. 본교 1학년 학생들은 진로가 비

슷한 친구들끼리 조를 이루었다. 각 조는 대학교와 일터를 탐방하고, 이를 통해 배운 진로에 대

한 정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진로별로 각각 1팀씩 ‘보고서 우수 팀’으로 선정되

어 진로 탐색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선택한 진로 분야는 다양했다. 크게 언론, 경제, 법, 교육, 언어 등의 분야로 나뉘었고 

그 외에 ‘항공, 스포츠’ 등 다른 다양한 분야를 진로로 삼은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 학생들은 교

수 및 직업인들과 인터뷰를 하고, 진로에 대한 강의를 듣고, 추가적인 자료를 분석하는 등 다

양한 모습으로 진로 관련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진로탐색체험 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희망전공 및 진로에 대해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한 심

화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직업이 지니는 가치와 보람에 대해 깨달았으며, 자신의 꿈을 확실히 

정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기자_김찬영

꿈을 향해 한걸음, 진로탐색체험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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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로의 첫걸음, 

글로벌 독서 경시대회

친구야, 우리 같이 공부하자! 

스터디 그룹

8월 29일 명덕외고의 글로벌 독서경시대회가 개최됐다. 글로벌 독서경시대회는 매년 

개최되는 교내 대회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각 전공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전공어에 대한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최된다.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

며, 전공어별로 지정한 필독서를 읽고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글로벌 독서 경

시대회는 자신이 속한 과의 문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의 문학작품을 경험해보면서 세

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어 많은 학생들이 매년 참가한다. 필독서는 1학기 

말에 공지되며, 방학이 끝난 2학기 초에 경시대회가 진행되어 독서할 시간도 충분하다. 

명덕인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 아래는 2018학년도 글로벌 독서경시대회 필독서 목록

이다. 예비 명덕인으로서 다양한 전공어별 문학 작품을 따라 읽어 보는 것을 어떨까?

전공어 전공도서 저자 출판사

중국어 허삼관 매혈기 위화 푸른숲

독일어 토니오 크뢰거 토마스 만 민음사

프랑스어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파트릭 모디아노 문학동네

일본어 도련님 나쓰메 소세키 현암사

러시아어 뻬쩨르부르그 이야기 고골 민음사

기자_송서연 

명덕외고 학생들 대다수는 친구들과 다양한 분야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많은 활동

들을 하고 있다. 스터디 그룹이란 뜻이 맞는 친구들이 모여 특정한 과목 및 분야를 함

께 공부하고 서로 보완해주며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 목적을 둔 활동이다. 이렇

게 스터디 그룹을 통해 공부를 하면 혼자 공부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목표를 정

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며 보다 즐겁고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고, 학업 성

적 향상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스터디 그룹이 많은 명덕외고의 특성상 스터디 그룹을 활용한 다양한 공모전이나 대회

가 많이 열린다. 그 두 가지 예가 바로 ‘MD 스터디 그룹 공모전’과 ‘스마트러닝 스터디

그룹 경진대회’ 이다. ‘MD 스터디 그룹 공모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 어려울 수 있

는 스터디 그룹의 활동들을 공모전 참여를 통해 생활기록부 ‘자율’ 혹은 ‘진로’란에 기

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스터디 그룹 공모전은 친구들이 모여 활동 계획서를 제출

하고 활동 한 다음,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

렇게 명덕외고 학생들은 내신 준비, 영어 스피킹과 토론, 수학 문제 풀이 등 다양한 활

동들로 실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만나며 열심히 학습한다. 

또한, ‘스마트러닝 스터디그룹 경진대회’는 2명에서 4명의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조직

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pc, e-book 등 스마트 디바이스와 e-learning 신기술이 융합된 

개념으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학습공동체를 통해 자기주도학습 역량, 자기관리 역

량, 공동체 역량을 동시에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회이다. 이 대회는 미

리 제시된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통해 한 강좌 이상을 정기적으로 수강하고 스터디그

룹 내에서 토의, 토론 및 연계 활동을 한 것을 보고서로 제출하면 된다. 그렇게 평가된 

우수한 팀은 시상을 통해 격려한다. 명덕외고 학생들은 이렇게 많은 스터디그룹 활동

을 통해 학습능력을 자율적으로 키우고 있다.
기자_황은지 

7월 17일 화요일, 학술동아리의 꽃, 학술발표회의 1부는 학술제, 2부는 포럼으로 진행된 학술발표제가 

시작되었다. 먼저, 여러 학술 동아리는 학술제를 통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수많

은 동아리들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준비하고 학생들은 관심이 있는 동아리의 발표를 들은 뒤 

소감문을 쓰게 된다. 명덕외고의 학생들은 학술제를 준비하면서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더 키

워 나갈 수 있었고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봄이라는 동

아리는 페미니즘이라는 심오한 주제를 가지고 프로듀스101이라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승화시켜 많

은 학생들이 즐거워 할 수 있었다. 

포럼과 같은 경우에는 소강당, 학급 교실 등 여러 공간에서 진행된 만큼 다양하다.

영화와 문학 중심의 동아리인 2020클럽에서는 문학과 영화를 통한 마녀사냥의 이해를 주제로 한 포럼

을 진행하였고 법 동아리, WEIMAR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법률 탐구를 주제로 하여 포럼을 진행하였

다. WEIMAR같은 경우는 소강당을 실제 범죄 현장처럼 꾸며 놓아서 학생들이 더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직접 학교폭력 범인을 추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법에 대해 익힐 수 

있었다. 정규 동아리 뿐 만이 아니라 SRG, ELIS 등과 같은 자율 동아리의 포럼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동아리들을 체험해볼 수 있다.

명덕외고 학생들은 학술제라는 이름만 들어서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들어 별 기대가 되지 않았지만 게

임, 질의응답 등의 직접 참여하는 활동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즐거웠고 만족스러웠지만 들을 수 있는 

논문과 포럼 개수가 한정되어 있던 점이 아쉬웠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명덕의 학술제! 내년에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기자_공서윤, 박혜나

학술동아리의 꽃, 

학술발표제

동아리 이름 학술보고서 주제

ABC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Bibliophile 외국어 사용에 따른 심리 변화

LisH 국가별 문학 작품 속 ‘고독’비교분석

MD MUN 학교 내 혐오표현 사용실태와 개선방안

S.A.F.E 소비자 참여형 마케팅과 소비자 심리 분석

TEDxMD 효과적인 공적 발화 방법

봄 아이돌 문화와 젠더 이데올로기의 비판적 수용

옹말샘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참참참 국내 아동 참여권의 실태 및 개선방안

편견연구소 외국 유학생에 대한 편견 실태와 개선방안

동아리 이름 포럼 주제

2020클럽 문학과 영화를 통한 마녀사냥의 이해

ADmeet 광고, 마케팅 기법으로서의 랜덤박스

Artist 미술과 인권

ELIS 인종차별의 역사

Laissez-Faire 보드게임을 응용한 기업 모의 경영 체험

M.Baters 설득적 말하기의 효과와 비판적 듣기

M.Press 뉴스 리터러시의 중요성

MD MUN 국제기구 내에서의 힘의 불균형

SRG 일상생활 속 성차별적 요소를 주제로

THE Starters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

Veritas 모의 통일국가 건설을 바탕으로 한 국제 이해관계

WEIMAR 학교폭력 관련 법률 탐구

개복끼 문화예술을 통한 학생들의 자존감 증진 방안

돋을별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지역축제 설계하기

홍광마 MCN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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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실 자리를 비워야 할 때는? 퍼미션 제도
토론활동이나 조별과제가 필요할 때는 ‘퍼미션 제도’를 이용해야한다. 면학실은 개별 학

습 공간이므로 떠들 수 없다. 만약 학교 본관의 교실을 이용하고 싶을 경우 교실 신청을 

해야되는데 퍼미션 신청과 함께 해야 한다. 퍼미션을 낼 수 있는 사유로는 과제, 건강상

의 문제, 상담, 방과후 수업, 자율동아리, 봉사 등이 있다.

명덕외고만의 다채로운 공간, 특별실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컴퓨터 이용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학생들을 배려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에 마련되어 있다. 본관 1층 랩실

에 약 100대 정도의 컴퓨터들이 설치되어 있고, 기숙사 로비와 기숙사 지하 컴퓨터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 도서실과 기숙사 로비에는 복사기도 있

어 수행평가나 수업용 과제들을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그룹 활동이 

많은 명덕외고의 특성을 고려해, 본관 3층에는 각 과별로 전공어 회화실이 있다. 학생

들은 명덕외고 홈페이지나 앱에서 자신이 원하는 회화실 신청을 한 후 발표 준비, 조별 

과제 준비, 동아리 모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학교생활의 활력소, 직속 제도
직속제도는 명덕외고의 대표적인 특색 중 하나이다. 학기 초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신입생들을 위한 1대1 직속 제도는 선후배간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준다. 직속제도는 

선배가 같은 과 같은 반의 후배를 랜덤으로 배속 받아 생일 챙기기와 같은 여러 교류 활

동을 한다. 직속제도는 같은 과뿐만 아니라 동아리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매력적이다. 직

속제도의 장점은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연락을 하며 학업 관련 등 다양한 범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직속이 누가될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는가?

기자_이민영, 임동현

명덕외고의 중심, 기숙사
명덕외고 기숙사는 4인 1실로 운영되고 방에는 화장실 두

개와 샤워실 두개로 나누어져 있다. 각 층마다 휴게실이 있

으며, 이곳에서는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간식을 먹

기도 한다. 또한 각 층마다 배치되어 있는 세탁기를 이용하

여 세탁도 가능하다. 단체 생활을 하다보면 청결함은 필수

일 수밖에 없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옷장, 책

상, 욕실, 그리고 신발 정리를 의무적으로 

기자_강나희

늘 힘이 되어주는 존재, 룸메이트
기숙사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룸메이

트’다. 4명의 학생들이 6개월마다 추첨을 통해 새로운 룸메

이트를 마주하게 된다.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는 룸메이

트끼리는 학교에서 있었던, 혼자 숨겨두고 있던 일들을 가

족 사이처럼 털어놓고 위로해주며 명덕외고에서의 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준다. 명덕외고에 입학하기 전에 룸메이트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자_이수민 

학생들의 의지로 가득 찬 공간, 면학실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면학실에 지정된 자신의 자

리에서 5교시 동안 11시까지 자습을 한다. 면학실의 가장 

좋은 점은 자율성으로, 저마다의 다른 공부 스타일을 환

경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 또한, 면학실은 자습

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준다.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 잠

이 오기 마련인데, 잠을 깨워줄 ‘스탠딩 데스크’가 있고, 휴

대전화와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는 공간도 
기자_김가윤 

기숙사의 꽃, 자판기
기숙사 지하 1층에는 ‘기숙사의 꽃’ 이라고도 불리는 각종 

자판기들이 있다. 공부로 인해 힘들거나 여러 이유들로 지

칠 때 힘이 되어줄 맛있는 과자들과 음료수, 라면 등이 자

리 잡고 있다. 특히 라면 자판기는 점호가 끝난 후 빠르게 

내려가지 않으면 라면을 먹지 못할 수도 있을 만큼 인기가 

매우 뜨겁다. 이 지하 1층에는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기 때

문에 편의점에서 직접 사온 음식들을 친구들과 수다를 떨

며 먹는 학생들도 많다. 
기자_공서윤

명덕외고 학생들의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명덕인을 대

표해 제 가방 속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가방은 학습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들고 다

녀야 때문에 크기는 클수록 좋겠죠? 그럼 이제 가방을 본격적으로 열어볼게요! 전공

어 관련 책과 문제집이 역시 많이 들어 있네요. 수업 관련 프린트가 많아서 프린트

를 모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는 파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명덕외고는 이동수업이 많아

서 저는 플라스틱 가방을 들고 다녀요. 이동수업이 연달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린트와 교과서를 편리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저는 면학실에서 효율적

으로 공부하기 위해 시계를 두는 대신 스탑워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스탑워치로 실

제로 공부하는 시간을 재서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그 외에도 칫솔이나 가글 등 세면

그것이 궁금하다, 명덕인들의 가방 속

명덕인의 학교생활 이모저모

도구나 충전기나 이어폰 등을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건들도 보이네요. 지금까

지 제 가방 속을 여러분께 살짝 공개해봤는데요, 가방 속 아이템을 통해 명

덕인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방 속에 예비 명덕

인으로서 꿈과 희망, 그리고 다부진 계획을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자_이수민, 김가윤

궁금해~

명덕인들의 기숙사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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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주오 인터뷰 합타이 인터뷰

대학, 어떻게 가야할까? 미리 보는 대입 전형

명덕 외고 입학을 희망하는 여러분께 대입 전형에 

대한 팁을 미리 드리고자 한다. 어떤 전형으로 통

해 대학을 갈 수 있는지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

부를 해야 할지 간략하게 소개해보려고 한다. 우선 대학 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

뉜다. 수시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 등으로 나눌 수 있

다. 2019학년도 기준으로 수시를 통해 대입 정원의 76.2%를 모집하며, 수시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입 지원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시전형 중 대부분의 학생이 학생부교과 또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한다. 이

미 학생부 내용이 완성된 재수생 또는 내신보다 수능 성적이 뛰어나거나 논술 고사에 

강점이 있는 학생은 학생부 위주 전형보다 논술전형을 준비한다. 실기전형의 경우, 외국

어, 수학, 과학 등 특기자를 모집하는 전형으로 최근 소프트웨어 산업이 강조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특기자를 모집하는 대학도 있다. 적성전형은 내신과 논술이 다소 부족하지

만 중하위권 정도의 수능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정시에는 수능전형의 비중이 매우 크다. 즉, 수능이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

이다. 대부분 자신이 받은 수능점수를 바탕으로 지원을 하며, 수시에 비해 합격 가능

성 예측이 명확한 편이다. 정시 선발 규모는 2017학년도 107,076명(30.1%), 2018학년도 

92,652명(26.3%), 2019학년도 82,972명(23.8%)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시

가 일종의 ‘대입 마지막 지원 기회’의 성격을 가지면서 대학별로 20~30% 정도의 모집 비

율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대학 입시 전형들을 간략히 알아보았는데,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에서는 대다수 

학생들이 “성적”을 기준으로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보니 학과를 선택

하는 시기도 고3 원서 접수 직전이 가장 많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성적에만 맞추어 학

과를 선택할 경우에는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학 졸업 직전에는 

입학 시 학과 선택을 고민했던 것과 비슷한 이유로 진로에 대해 또 다시 고민을 하게 된

다. 따라서 무작정 공부하기보다는 자신의 꿈(목적)을 그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그렇기에 대다수의 명덕외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 개인이 고교 3년 동안 갖출 수 있

는 평가 요소 및 준비 수준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해

주신다. 1학년은 자신의 꿈에 대한 윤곽선을 그리는 시기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 2학년은 자신의 꿈

에 채색하는 시기이다. 1학년 때 수립한 목표와 계획 및 진행 결과 등을 다시 한 번 검

토하여 수정 보완한다. 3학년은 디자인된 꿈을 발표하는 시기이다. 이제 어느 정도 완성

된 교과와 비교과 그리고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대학 입시 전형들과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을지 간단히 알

아보았다. 명덕외고 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신입생들이 이 기사를 통해 더욱 확고하게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잡고 열심히 이루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시

학생부교과

수시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대입 지원 시 필수적으로 고려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

정시 수능 ‘대입 마지막 지원 기회’의 성격 → 모집 비율 유지

기자_황은지

Q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A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Timnit Habtay입니다. 저는 
독일어를 가르치고 있고 한국에서 총 4년을 살았습니

다. 저는 30대 초반이고 명덕외고에서 학생들을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Q  독일어를 가르칠 때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시나요?

A  제 자신이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미
있으면 학생들도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냐하면 그것이 배움에 있어서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  독일어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해 주실 말이 있나요?

A  재미있게 노세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독일어에 너무 열중하지 마세요. 교과서에 
너무 비중을 두면 독일어를 원활하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실수해도 괜찮

으니까, 긴장을 풀고 즐기세요.

Q  Würden Sie sich kurz vorstellen?

A  Guten Tag! Ich heiße Timnit Habtay. Seit 2 Jahren unterrichte ich 
Deutsch an der Myungduk Fremdsprachen Oberschule und lebe 4 

Jahren in Korea. Ich bin 31 Jahre alt und ledig.

Q  Was ist am wichtigsten beim Deutschlernen?

A  Spaß ist am wichtigsten. Wenn man Spaß hat, wird alles gut. Ich 
glaube, Spaß ist die große Motivation beim Lernen. 

Q  Haben Sie etwas zu sagen für die Jüngeren?

A  Viel Spaß! Aber konzentriert euch nicht zu viel auf Lehrbücher. Ihr 
lernt Deutsch in der Schule. Wenn ihr nur mit Lehrbüchern, könnt 

ihr nicht so gut Deutsch sprechen. Es ist in Ordnung, Fehler zu 

machen. Entspannt euch und genießt Deutsch.

기자_임동건, 홍원교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판 주오입니다. 프랑스 낭트 출신이고, 
한국에서 6년째 살고 있습니다.

Q  우리 학교에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A  저는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똑똑하며 착하고 열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또

한 매우 좋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주었고 도움

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Q  명덕외고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저는 여러분에게 프랑스어를 어렵다고 인식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
록 노력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높은 목표를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달을 목표로 삼는다면, 실패하더라도 별에서 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험을 쌓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Q  Présentez-vous, s’il vous plaît.

A  Bonjour, je m'appelle Stéphane Jouaud. Je suis originaire de Nantes, en 
France et vis en Corée depuis six ans.

Q  Qu'avez-vous aimé de notre école?

A  J'apprécie mes étudiants. Parce qu'ils sont très intelligents, bons et 
passionnés. Et les professeurs étaient aussi très bons. Ils m'ont accueilli 

chaleureusement et m'ont aidé chaque fois que j'avais besoin d'aide.

Q  Dites un mot aux étudiants du lycée de langues étrangères Myeongdeok.

A  Je vous conseille de ne pas concevoir la langue française comme difficile 
et d'essayer d'être naturellement le vôtre. Et je voudrais leur dire que 

je suis très fier d'eux, que je suis très heureux d'être leur professeur. 

Je souhaite qu'ils aient beaucoup d'ambition. Parce que si vous visez la 

lune, vous finirez dans les étoiles même si vous  échouez. N'oubliez pas 

d'avoir beaucoup d'expériences pour profiter de la vie.

기자_전세연, 양혜민, 이민영, 박혜나

Stories of Foreign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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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시간, 동아리

명덕인들의 뜨거운 열전, MD 스포츠리그
3월 28일. 각 팀의 종합 우승을 향한 5개월간의 대장정, MD 스포츠리그가 개막했다. 

MD 스포츠리그는 1달에 1번, 수요일 방과후에 이루어진다. 남학생은 축구와 농구, 여

학생은 피구와 발야구, 혼성종목으로는 배드민턴과 탁구까지 총 6종목이 있는데, 리그 

방식은 이렇다. 각 과가 서로 1번씩 만나 예선전을 치루고 각 종목의 1-2위, 3-4위가 순

위결정전을 통해 최종 순위를 가른다. MD 스포츠리그는 과별 대항이기 때문에(단, 단

일과인 일본어과와 러시아어과는 한 팀으로 묶어 출전)각 과마다 특색 있는 응원전도 

치열하다. 모든 경기는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출전은 물론 심판까지 보며 자치적

으로 운영된다. MD 스포츠리그는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서

로 호흡하며 친구들 간의 우정을 쌓고 선후배간의 사이를 돈독히 할 최고의 기회이자, 

지루하고 반복되는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열정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명덕인재상 기준에도 스포츠리그 출전이 포함되니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 

기자_임동현

명덕외고에서의 생활에서 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동아리’ 다. 동아리는 정규동아리와 

학생들이 관심사에 맞게 직접 개설하는 자율동아리(이하 자동)가 있는데, 정규동아리

는 2018년 기준으로 35개가 개설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연동아리와 학술동아리, 

봉사동아리로 나뉜다. 락밴드에 관심이 있다면 공연동아리 ‘게로이’를 지원하는 것을 

추천한다! 홍대 공연장에서 공연도 하고, 동아리 선후배와의 관계도 매우 끈끈해 졸업

한 선배들도 자주 응원하러 온다고 한다. 학술동아리 중 경제경영동아리 S.A.F.E가 있

다. 명덕 굿즈를 판매 및 기부하는 활동을 하며, 이를 통해 학술제와 포럼을 개최하기

도 한다. 봉사동아리에는, 명덕외고 홍보동아리 ‘COMP’가 있다. ‘명덕누리’를 제작하고 

명덕외고를 홍보하며 신입생들의 입학을 돕는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홍보로 나타내

고 싶다면, ‘COMP’에 지원할 것을 권유한다!

학생들이 직접 개설하는 자율동아리는 현재 약 200~300개 정도로 파악된다. 자율동

아리 중 ADAM은 명덕외고 앱을 운영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또 다른 자율동아

리는 Multipliers는 자신의 전공어 외에 또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모

임이다. 한 학기 정도 참여하면 새로운 언어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습득가능하다. 정규

동아리는 한 개만 들 수 있고 또 다른 정규동아리에 들고 싶다면 부회원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자율동아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되므로 하고 싶은 것은 소신

껏 신청하기를 바란다! 

정규동아리 이름 동아리 특징 자율동아리 이름 동아리 특징

AD Here 광고, 영상 제작 ADAM 명덕외고 앱 운영

Blue Chip 경제학 연구 DYNOMICS 융합학문 연구

CINEPHILE 영화(영상물) 제작 EXPECTO 심리학 연구

COMP 학교 홍보 활동 및 봉사 HISTORIA 역사학 연구

D.O.H.C. 댄스 공연 JJ 역사 관련 연구

G.O.D.O. 사회과학 연구 LisH 세계문학 연구

Geroy 스쿨 밴드 활동 MDSTAT 통계학 연구

Laissez-Faire 경제, 경영 연구 MPAD 사회문제 연구

M.Press 영자 신문 제작 MULTIPLIERS 전공어 교류 및 학습

MBS 학교 방송, 영상 제작 The Intellects 국제 이슈 영어 토론

P.O.P 심리학 연구 YUPAD 정치외교 연합활동

S.A.F.E 경제, 경영 연구 그린나래 교육봉사 활동

TEDXMD TED 영상 연구 쓰담 문예창작 활동

TS 2 힙합 공연 옹달샘 전공어 번역, 방안 연구

The Gossipers 영어 회화 월타월타 광고홍보 연구

WEIMAR 법학 분야 연구 인과인 중국 인권 문제 연구

W.I.T.H 보컬 하모니 참참참 아동참여권 관련 연구

우리 새미클래식 연구 컬토리 한국 문화 홍보 활동

패 사물놀이 홍광마 비교문화 연구

명덕외고 교내 정규/자율동아리 중 일부
기자_강나희

공연 동아리들의 꽃, 동아리 발표회
공연 동아리들의 꽃, 동아리 발표회가 열렸다. 동아리 발표회는 공연 동아리들이 지금

까지 준비한 공연을 발표하는 날이다. 동아리 발표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고, 동

아리마다 약 30분 정도의 발표시간이 주어진다. 동아리 발표회에 참가하는 동아리들에

는 사물놀이 동아리 패, 오케스트라 동아리 우리, 댄스 동아리 DOHC, 영화제작 동아

리 CINEPHILE,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밴드 동아리인 허즈밴드 등이 있다. 공연동아리

들이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보는 것은 지금까지 쌓인 스트레스들을 풀기에 완벽했다. 

전교생이 함께하는 동아리 발표회, 같이 즐기고 싶지 않나요?
기자_김가윤, 이수민

각 나라의 문화를 만나다, 세계문화축제
12월 28일, 명덕외고만의 특별한 축제인 ‘제 5회 세계문

화축제’가 열렸다. 과별로 음식부스와 문화부스를 만들

고, 직접 운영하며, 전공어로 연극을 발표 하는 등 다양

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각 과별로 어떤 부스를 마련했을까? 중국어과는 전통설

화를 배경으로 한 강시 공포체험 부스를, 영어과는 영

화 ‘해리포터’를 각색한 문화 부스를, 프랑스어과는 다양

한 디저트로 분위기 있는 펍을, 일본어과는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기념사진을 찍

을 수 있는 부스를, 마지막으로 러시아어과는 러시아의 역사와 인물을 다룬 부스를 운

영했다. 다양한 과들 중 필자가 직접 참여했던 독일어과의 세계문화축제는 어땠을까? 

메인 메뉴인 버터감자와 소시지 또띠아롤, 음료는 독일 전통음료와 버터맥주 등으로 구

성된 음식부스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모티브로 귀신의 집을 문화부스로 운영했다. 모

두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의견충돌도 있었지만 서로 배려하

고 협동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겻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 여러분도 

명덕외고의 세계문화축제에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기자_송서연

신나는 명덕인의 체육대회, 명덕올림픽
5월 10일 강서개화 축구장에서 명

덕올림픽이 열렸다. 사물놀이 동아

리 ‘패’의 신나는 공연으로 시작하

여 축구, 발야구, 피구, 닭싸움, 단

체줄넘기, 치어리딩, 이어달리기 등 

주 종목과 풋살, 훌라후프, 신발 던

지기, 투호, 2인 3각 등 다양한 미

니게임이 진행 되었다. 모든 종목에

서 학생들의 노력과 연습의 흔적이 

보였지만 그 중 명덕올림픽의 꽃 치어리딩에서 그 모습이 가장 돋보였다. 최종 우승은 

대부분의 종목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5조(러시아어과와 일본어과)가 가져갔다. 따가운 

햇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명덕외고 학생들은 지켜보는 모두를 감탄하게 했

고, 학생모두가 과를 대표하여 참여한다는 점이 체육대회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기자_김민서, 임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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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외고 입학을 원하는 중학생들 모여라! 

수요 중학생 진로탐색교실

명덕외고의 장점 중 하나인 선배의 꿀팁은 1학기에 2번 이루어지며, 각 과의 2학년 학

생들이 1학년 학생들에게 명덕생활, 그리고 각 과의 전공어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하

는 활동이다. 선배의 꿀팁은 실제로 명덕외고 학생들에게 많은 조언과 도움이 되고 있

다고 한다.

첫 번째 멘토링에서는 학교 적응, 동아리 정보와 추천, 선생님들의 특징과 성격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 유형들을 알려주어 1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에 대한 정

보를 알려 주었다. 

두 번째 멘토링에서는 생기부를 채우기 위한 활동, 봉사에 대한 정보, 독서노트에 쓰면 

좋을 법한 책들과, 모의고사 대비, 그리고 전공어 인증 시험 대비 방법 등 한층 더 발전

된 분야에 대해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주었다. 

선배의 꿀팁을 들은 명덕외고 1학년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 봤다.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조언해주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것은 알겠지만 시간이 부족

하여 세세하게 알려주시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조언이라서 많은 도

움을 받았어요.(중국어과)

무엇보다 같은 학교 같은 과 선배들이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 효

과적인 멘토링이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선배가 스스로 느낀 어렵거나 잘 몰랐던 과목

에 대한 세세한 학습법 또한 알려주셔서 힘든 명덕 생활에 대해 직접적인 현실을 느낄 수 있

었어요.(영어과)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자’를 모토로 삼고 있는 것 같았고 전공어 공부는 담당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

고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어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일본어과)

명덕외고 선배의 꿀팁은 각 과마다 각 반마다 선배가 2명씩 1학년 교실에 들어가 자신

의 경험이 섞여있는 조언과 자신만의 팁을 전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과 꿀팁을 전수하였다.
기자_강나희 

명덕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명덕외고에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을 위해 ‘수요 중학교 

진로탐색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수요 중학교 진로탐색교실’은 한 학기에 2번씩, 일 년에 

총 4번에 걸쳐 진행된다. 입시설명회에서 외고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면, 중학교 진로탐색교실에서는 실제 재학 중인 명덕외고 학생들로부터 학교생활에 대

해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명덕외고의 유일한 홍보동아리 꼼프를 중심으로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와 팁을 소통해 실제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소개한 정보 외에도 궁

금한 점이 있다면, 직접 질문을 하고 그에 관련된 생생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지금까

지 매 진로탐색교실마다 신청 인원이 많아 선착순으로 정원을 선발할 만큼 인기가 좋

았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출석률이 높았다. 명덕외고에 대해 입학을 원한다면, 수요 

중학생 진로탐색교실을 통해 미리 명덕외고의 생활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기자_임승우 

선배의 비밀이 담겨있는 선배의 꿀팁

 중국어과
높은 수준의 중국어를 이해하고 중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이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년에 걸쳐 중국 문화, 가

요, 삽화를 직접 그려 동화책을 제작하기도 하고, 중국어 연극과 자신의 관심분야를 주제

로 하는 소논문 작성을 하기도 한다. 3학년 때는 수능을 대비한 수업을 진행한다.

 영어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영어 학습을 통하여 문화적 차이점이나 다양한 
정보와 지식, 사고력을 탐구하는 태도를 길러 학업뿐만 아니라 직업 관련 업무에 능동적으

로 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다른 과보다 영어 원어민 수업이 많으며, 원

어민과 회화, 작문 등을 수업한다. 추가로 뉴스, 영화, 드라마 등을 활용한 실용적인 영어능

력을 기른다. 제 2외국어로 불어를 배운다.

 독일어과
수준 높은 독일어를 이해하고,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세계화 시대

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둔다. 독일 문학작품 해석

과 원어민 회화를 진행한다. 영화를 통한 문화 소개 수업도 하고 3학년 때는 다른 과와 마찬

가지로 수능 대비를 한다. 

 프랑스어
프랑스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우리나라와 프랑스 간의 교류 증대로 인해 의사소통 능력

과 프랑스에 대한 이해능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어민과는 회화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을 하며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문도 한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프랑스 도서를 읽고 보고

서를 쓰고,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진다.

 일본어과
일본어 습득을 넘어 일본인의 문화를 이해하여 한일 간의 교류활동에서 활약할 인재를 양

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통음식, 전통의상 등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일본사회의 문제 중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해 논문을 쓰는 시간을 가진다.

 러시아어과
체험과 탐구활동을 통해 수준 높은 러시아어 구사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

로 한다. 러시아 시 및 노래 수업, 문학 및 역사 수업 등 러시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영화, 신문기사 등을 통한 러시아 사회에 대한 문화 수업도 진행한다.

기자_박건영

Q  고등학교 영어 시험은 어렵나요?

A  영어를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외고의 특성상, 시험범위에 교과서 지문, 문법, 추가
지문, TED 등 다양하고 색다른 영어 지문들이 들어가는데, 열심히 노력한다면 모

두 잘 따라갈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

Q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역시나 이른 기상이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정해진 시간인 6시 30분에 일어나 아침 점호를 하는 것은 평소 생활과 
많이 달라서 그런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적응해 나가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

Q  공연동아리보다 학술동아리가 대학에 가기 쉬운가요?

A  꼭 학술동아리가 공연동아리보다 대학을 잘 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동아리는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꼭 학술동아리를 들어가야겠다!’ 이런 것을 
강요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한, 같은 성적이라면 다재다능한 친구가 더 
매력적이겠죠?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자면 공연동아리는 동아리 발표회에 참석해

서 자신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동아리와 
공연동아리 상관없이 원하는 동아리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덕외고, 잘 모르겠어요!       기자_황은지, 김찬영

명덕외고의 전공어과를 소개합니다!

2018 명덕누리-최종.indd   8 2018-11-05   오후 3:4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