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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 유일의 학교 홍보 동아리, COMP
명덕외고의 유일한 학교 홍보동아리, COMP는 Central Of Myungduk Promotion의 약자로 명덕외고의 위상을 높이는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진행 중
이다. 명덕외고 ‘입학설명회’나 ‘수요진로탐색교실’에 와본 적이 있는 중학생들이라면 밝은 미소로 학교를 안내하고, 학부모님들과 중학생들의 질문에 친
절히 답을 하는 COMP 부원들의 모습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COMP에서는 명덕외고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인 중학교 진로탐색
활동을 진행 중이며 신입생들의 입학을 돕는 입학 설명회 안내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명덕외고를 홍보하는 중학교 방문 멘토링
을 진행 중이다. 또한 학교 홍보 교지인 명덕누리를 직접 기획하고 집필 및 디자인까지 총괄한다. 명덕외고의 얼굴이라고도 불리는 COMP의 향후 행보를
기대해보자!

기자_공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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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전공심화과정

명덕인들의 Schoo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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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과 학생이 한마음이 되어! 사제동행체육대회

명덕인들의 Activity

명덕외고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방과후학교를 개설한다. 학기 중에는 특기, 적성

명덕외고의 내신

등을 고려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자신이 부족한 과목을 해당 과목 선생님께 들

2019년에 입학한 1학년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3단위로 수업이

방과후학교의 경우 인기가 많은 강좌는 주로 국·영·수 등의 교과이며, 일본어, 중국어

진행된다. 심화영어는 4단위, 전공어는 6단위이다. 명덕외고 학생들은 전공어를 가장

등과 같이 전공어 교과 또한 인기가 많은 방과후학교 중 하나다. 또한 사회 교과의 ‘맨

중요하게 생각한다. 외국어 고등학교인 만큼 전공어, 영어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

큐의 경제학(거시)’, ‘독서토론과 논술’ 등의 강좌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

다. 영어과와 불어과는 1학년 때까진 전공어로 불어를 배우고 영어를 다른 과와 같은

방학 때 개설되는 전공심화의 경우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내용을 주제로 탐구하며, 학

단위로 배우게 된다. 그러나 2학년 때에는 불어과는 불어를 심화적으로, 영어과는 영

생들이 독서활동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력을 키

어를 심화적으로 수업하는 교과과정으로 바뀐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만큼,

우는 데 도움을 준다. 전공심화 강좌 수강 시 그 수강한 강좌의 출결 상황과 과정 수

성적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이나, 교과서를 바탕으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료 후 작성한 보고서를 고려해 학교생활기록부에 활동상황을 기록할 수 있으니 관심

을 중심으로 학습한다면 누구나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을 가져보자.

2019학년도 입학생 기준 1학년 교육과정편제표

2019년 1학기 여름방학 전공심화와 2학기 방과후학교 강좌 중 일부

교과영역

기초

탐구

을 수 있는 방과후학교를, 방학에는 진로와 연관될 수 있는 전공심화를 개설하고 있다.

다. 교사와 학생 약 40여명이 참여한 이날 체육대회는 농구와 축구 종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평소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수업하시는 모습밖에 볼 수 없었던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
(학기 중)

NEW TEPS
Listening

전공심화
(방학 중)

심리학
외신
금융과
국제관계와
디지털 문화와
교육학개론
-psychology 커뮤니케이션 투자이야기
국제기구의 이해
인문학

5월 17일 명덕외고 운동장에서 명덕올림픽이 개최되었다. 명덕외고 체육대회는 1, 2학

세부교과목

운영단위

1학기

2학기

국어

국어

6

3

3

수학

수학

6

3

3

영어

영어

6

3

3

사회

통합사회

6

3

3

통합과학

6

3

3

은 참가해야 하며 원하면 다른 경기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과학탐구실험

2

1

1

전공기초전공어

6

6

명덕외고의 체육대회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각 조마다 응원곡이 있어 경기를 즐기는

전공어회화Ⅰ

6

심화영어회화Ⅰ

4

심화영어회화Ⅱ

4

심화영어회화Ⅰ

4

심화영어회화Ⅱ

4

전공기초프랑스어

6

프랑스어회화Ⅰ

6

전공어전문교과

전문교과

영어전문교과

6
4

수학(하)

고등영문법 日本文化と
마스터A
漢字

Academic
Writing

4
4
4
6
6

기자_강장환

함께 공부하기, 스터디그룹을 이용한 스마트러닝
용을 더욱 깊게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협동학습을 한다. 스터디 그룹의 장점으로는 스터디 그룹을 통
해 친구들과 함께 심화 내용을 학습하며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스터디 그룹은 교과목을 중심으로 생성된다. 그 외에도 희망 전공과 진로

가가 진행된다. 외고 특성상 수행평가에 있어 다른 과목보다 전공어 수행평가의 비중
이 높다. 전공어 수행평가는 과별로 차이가 있으나 원어민 선생님의 경우에는 전공어
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발음, 어휘 평가, 보고서 등으로 다양하게 전
공어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 시간에 진행되는 NIE 수
행평가는 교과서와 연관된 사회 이슈에 대한 기사를 읽고 교과서와 연관된 개념을 정
리한다. 이 수행평가를 통해 기사와 관련된 문제를 만들어보고 기사를 직접 요약하면

간 실시된다. 영어회화시간에는 개념을 배우고 그 개념에 대한 제시문을 읽은 후에 토
론하는 형식으로 수행평가가 진행된다.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협상하거나 제시문을
통해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는 등 영어 회화 실력을 토론을 통해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전공어 교과별 수행평가 표
영어과
프랑스어과

독일어과

일본어과

수행평가 내용
어휘 평가

그림 묘사

텍스트 정확히
읽기

공부하는 학습공동체를 통해 자기주도학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을 동시

제 간의 신뢰감 형성은 물론 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로서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기자_임동현

고 체육대회는 수상과 함께 종료하게 된다.

우리 과를 소개합니다, 세계문화축제

2019 체육대회 결과 러시아어과가 대부분 모든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2년 연속
최종 우승을 차지하였고 치어리딩에서도 우승을 거두었다. 중국어과가 준우승을 차지
하였으며 응원상은 프랑스어과가 차지하며 명덕올림픽이 종료되었다.
기자_강나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명덕외고 선생님과 학생이 모두 함께 즐기는 세계문화축제는 12월
마지막 주에 열린다. 각 과는 자신의 과의 특징을 살려 문화 부스와 음식 부스를 준비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명덕인들을 위한
잠깐의 행복, MD리그

즐길 수 있다.
문화 부스
귀신 부스

탕후루와 버블티

영어과

미니언즈 테마 부스

코코아, 치즈스틱

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바로 MD리그이

독일어과

귀신 부스

커리어부스트

어 트랜스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등을 주제로 함께 독서와 토론을 하고 보고서를 쓰는

다. MD리그란 발야구, 축구, 피구 등의 경기를 학생들이 직접 수요일 8교시와 9교시를

프랑스어과

향수 부스

디저트 카페

활동들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

이용해서 주최하는 리그이다. 1년에 6번이고, 한 학기에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된다. 각

일본어과

유카타 부스, 키라키라 부스

오코노미야키, 구운 치즈

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에 더불어 일석이조로 대회까지 나가서 수상도 가능하니, 이 보

과에서 학생 몇 명씩 종목에 참가해서 과를 대표하여 경기를 치루면 된다. 심판을 보

러시아어과

루스키 갱 (미니게임 부스)

불곰볶음면

람찬 활동에 참여하기를 학생들에게 권한다.

는 학생들은 체육자치위원회 학생들이고, 이 자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육부

부스가 끝난 다음에는 각 과의 언어로 연극 공연을 한다. 10월 중순부터 총 감독, 시

에 자신이 심판을 맡고자 하는 종목에 지원을 하면 된다. 이 후 합격하게 되면 합격한

나리오 부, 번역 부, 조명과 음향 담당 등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연극을 준비한다. 작년

학생들이 심판을 보게 되는 것이다. 선생님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학년의 학생들

의 세계문화축제에서는 일본어과와 프랑스어과는 원작 소설을 리메이크하였고, 나머

학교생활 걱정 No no! 든든한 직속제도!

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항의가 올 때도 있고, 불만을 표출할 때도 있지만 매우 적은 확

지 과들은 직접 스토리를 구성했다.

직속제도란 선배가 바로 아래기수 후배 한 명 또는 두 명을 맡아 학교에 잘 적응할 수

다. 또한 경기에 참가한 횟수가 3번을 넘으면, 이 부분에서 명덕인재상을 받기 위한 조

중국어과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실제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나’ 라는 의문이

건은 충족되게 된다. 꼭 해야할 필요는 없지만, 명덕인재상을 받고자 하는 친구라면 참

영어과

Burn Book

생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직속제도는 명덕외고 학생들의 높은 만족감을 보인다. 28

가하는 게 당연히 좋지 않을까? 이 활동을 함으로써 선후배들끼리의 관계도 더욱 돈독

독일어과

Nicht mehr Prinzessin

기 러시아어과 전혜선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운동을 많이 할 시간이 없는 명덕외고 학생들에게 좋은 활

있다.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는 미디어 쪽을 진로로 하는 학생들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

기자_임승우

률이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결과에 승복하고 매너 있는 게임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

동 중 하나이다. 입학을 하게 된다면, 꼭 MD리그에 참가해서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기자_이수민

연극 제목

빅토르 위고作 <레미제라블>

일본어과

나쓰메 소세키作 <유성의 인연>

러시아어과

운빨로맨스

세계문화축제는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람

잘 지내서 전혀 어색하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진 않

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6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재미있는

습니다!

경험이 된다. 학교의 학생들도 공부
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사회

과학

영어

A 고등학교에서의 첫 해를 보낼 때 모르는 것도 많고

축제를 준비하며 우정을 다지고, 다

수학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은데 학교생활에 대한

른 과들의 부스에 방문하여 축제를

시 발표

수학 독서
감상문

NIE

영상 감상문

ENIE

정보를 직속끼리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즐기며 마지막 공연까지 봄으로써

입니다. 특히 시험을 보기 전에 제가 알지 못했던

즐겁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

소설 발표

MINI
MATH TEST

과학 실험

어휘 평가

것들과 과목별로 선생님들 특징이나 필요한 것들에

명덕외고의 세계문화축제에 방문해

대한 정보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자_신지민

산사나무 아래서

프랑스어과

국어

수행평가 내용

음식 부스

중국어과

Q 실제로 직속선배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나요?

교과별 수행평가 표

제동행 체육대회는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사

외고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과별 치어리딩 대회다. 치어리딩이 끝나면 명덕외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명덕외고생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매우 많다. 그래서 학생들

A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잘 대답해 주고 만날 때마다

러시아어 테마
가이드맵 제작

서 스승이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이번 사

동시에 흥도 달아올라 학생들은 더욱 신나는 체육대회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명덕

에 함양하는 것이다. 스터디 그룹원들과 합의 하에 주제를 선정하여 대회에 참여할 수

Q 직속과 친하신가요?
UCC 제작

야구, 미니게임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함께 경기에 참여 한다 .한 사람당 무조건 한 게임

보냈다. 학생들의 열띤 응원에 힘입어 경기는 농구와 축구 모두 ‘선생님팀’이 승리하면

당한다. 자신이 부스를 담당하지 않는 시간에는 다른 과의 부스를 방문하여 축제를

러시아어과

원어민 인터뷰

줄넘기와 풋살에 참여할 수 있고 남자는 축구와 농구에 참여할 수 있다. 줄다리기, 발

든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선생님들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관중들은 뜨거운 환호를

도 한다.

서 사회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명덕
외고의 대표적 수행평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토론 수업은 영어회화교과에서 매시

과(4조) 그리고 러일과(5조)로 총 5개의 팀을 구사해 경기를 치른다. 여자는 피구, 단체

고 해서 운동신경이 학생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오산이다. 믿기 힘

한다.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어 1, 2학년 학생들이 순서를 나누어 각 부의 부스를 담

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관심 전공 분야를 심도 있게 탐색하며, 스터디 그룹으로 함께

명덕외고에서는 과목별로 발표, 보고서 작성, 토론 수업 등 다양한 방식에 따른 수행평

년 과별로 조를 이뤄 경기를 치른다. 중국어과(1조), 영어과(2조), 독일어과(3조), 불어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고, 체육관과 운동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아무리 선생님이라

가 같은 친구들끼리 모여 자신들의 전공 관련 심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활동을 하기
또한, 스터디 그룹 활동을 바탕으로 대회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 대회의 목적은 폭

명덕외고의 수행평가

중국어과

맨큐의 경제학
(거시)

명덕외고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열정이 강해, 수업 시간에 다룬 부분에 대한 심화 내

기자_한채원

교과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사제동행 체육대회가 열렸

교과

과학

교과별

거침없이 뛰어라! 명덕올림픽!

기자_강나희

함께 축제를 즐기는 것은 어떨까?

기자_김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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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인들의 Contest

5

2019년 제7호

명덕의 자랑, 자판기

명덕인들의 Daily life

기숙사 지하에 라면자판기를 포함하여 간식과 음료수

명덕외고생들의 꿈을 찾아라, 진로탐색대회!

자판기가 있다. 학생들은 면학시간 후 점호 이후에 배

2019년 여름 방학 동안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탐색대회가

기숙사생활
한 학기 동안의 가족, 룸메이트

열렸다. 본교 1학년 학생들은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4인으로 조

기숙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뭘까? 바로 룸메이트이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뽑

를 이루었다. 각 조는 자신의 진로에 맞는 대학교와 일터를 탐방하

는 룸메이트들은 어쩌면 한 학기 동안 가장 가깝게 지내게 될 친구들이다. 4명의 룸메

고, 직업종사자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나누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하였다.

이트들과 함께하는 생활실에는 샤워실, 화장실이 두 개씩 있어서 편하게 지낸다. 그래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얻은 자신의 진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진

도 걱정되는 샤워시간이나 생활 습관 같은 것은 입사한 날에 친구들과 이야기해 볼 수

학을 희망하는 대학 탐방 및 전공 학과에 대한 소개와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 정보, 직업 탐방 등의

있어서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다! 또, 학급 친구들한테는 말하기 어려웠던 고민을 룸메

내용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경영, 경제, 정치외교, 심리, 행정학 등 학생들이 선택한 진로 분야는

이트들에게 상담하며 다른 과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는 것도 가능하다. 룸메이트들과

다양했다. 학생들은 단순히 인터뷰와 대학교 및 일터 체험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자료를 조사하

너무 친해져서 룸메이트를 바꾸는 날에는 좀 서운할 정도로 친해지게 된다. 생일명덕

여 더욱 전문적인 진로 탐색을 진행하였다. 2019년 진로탐색대회에서 각 진로별로 ‘보고서 우수 팀’

인들이 지친 하루를 마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룸메이트들과의 수다는 하루

으로 선정된 팀은 본선에 진출하여 자신들이 조사하여 얻은 내용과 느낀 점 등을 PPT 등의 자료를

가 고프거나 피곤할 때 친구들과 함께 자판기를 찾는
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라면을 들고 실내가 아닌, 벤치

하루의 활력소가 된다.

에 나가 먹을 수도 있다. 공부로 인해 피곤하거나 힘들
었던 일들을 라면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푸는 시간
을 가지며 추억을 쌓는다.

명덕인들의 뇌구조
수학
미리미리
공부해
둘 걸...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는 명덕인들

이번 진로탐색체험 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진학 및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 학생들이 자발적으

은 생일을 가족들과 보내지 못하는

시험 언제
끝나..

로 팀을 구성하여 자신의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조사하고 체험

경우가 많다. 대신 기숙사 생활을 하

한국사

는 반 친구들 혹은 룸메이트들이 작

질 수 있었다.

은 생일 파티를 열어 주곤 한다. 케이
기자_공서윤

있는 친구들의 선물을 구하지 못할

다양한 경시대회에서 다수의 기회를!

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동안 공부해온 전공어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전공어 경시대회까지, 여러 분야에서 뛰어
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경시대회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다. 많은 학생들이 수상 받을 수 있도록 약 40개의 경시대회가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희망하는 대회에 참가한 후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 대회마다
학생들이 노력한 흔적이 매우 돋보인다. 그렇다면 명덕외고 학생들은 어떤 경시대회를 치

참가대상

시행일시

시행밥법

담당교과

명덕문학상

전학년
공통

12월 중

시, 소설, 평론
장르별로 우수작 선정

국어과

문학 컨텐츠 제작
발표대회

전학년
공통

12월 중

현대시를 효과적으로 전달 가능한
낭송 컨텐츠 제작

국어과

수학 경시대회

를까? 아래에 있는 일부 경시대회 목록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위에 표에 쓰여져 있는 대회 말고도 ‘글로벌 독시 경시대회’, ‘우리 역사 바로알기 대회’ 같은
많은 대회들이 준비되어있다. 또한 각 전공어과 마다 독특한 경시대회가 존재하니, 전공어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또 다른 대회에 참가해 최선을 다하면 훌륭한 결과를

영어 경시대회

10월 30일
7월 15일

수학 교과 과정 내에서 중요개념을
활용한 주관식 문항으로 평가

1,2 학년
3학년

11월 6일
5월 7일

교과 지문 및 외부지문을 객관식
문항으로 일기, 쓰기 영역을 평가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대회

전학년
공통

5월 13일

미리 공지한 주제와 관련된 문헌연구보고서,
현장조사 보고서, UCC 제작

전공어 경시대회

1,2 학년
3학년

10월 23일
5월 22일

전공어별, 문법이나 독해 객관식
문항으로 읽기 영역 평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자_홍원교

1,2학년
3학년

사회 참여 보고서
대회

1,2 학년

8월 27일

사회 문제를 찾고,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담은 보고서 제출

수학과

영어과

사회과

전공어과

사회과

하늘이 참
예쁘다
목표는 1등급

전공어
오늘은
일찍 자야지

모의고사

독서

영어

다음
시험은
더 열심히!

수행평가

동아리 발표회

학술제

조금만 더
버티자! 사회
과학

오늘 급식은
뭐지?

기숙사

수련회
체육
대회

세계문화
축제

스터디

<시험기간>

<시험기간 전&후>

명덕인의 뇌구조는 어떨까?
명덕외국어고등학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어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모이는

기자_장서영
대회명

시험 끝나면
뭐하지?

크나 선물은 그 날 저녁 외출 시간에
사러 나가기 때문에 주중에 생일이

학생들의 문학 감수성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문예 창작 대회인 명덕 문학상부터, 1년

MD리그
동아리

국어

이용해 발표를 진행하였다. 총 54팀이 지원하였으며 11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한 활동을 직접 발표하며 자신이 조사하고 체험한 활동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직접 알릴 기회를 가

기자_이수민

곳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할까?
우선 명덕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도 학생인 만큼 시험기간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 뇌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면학실

구조를 가진다. 시험기간의 경우 모든 학생들이 각 과목에 대한 생각을 가진다. 특히

명덕외고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전교생을 수용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면학실이다. 명

것은 그날 복습하는 습관을 들여놓은 학생들이 더 여유롭다.

덕의 학생들은 3시 반에 수업이 끝나고 바로 면학실로 향해, 11시 까지 자습을 한다.

인간은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이 끝난 후를 상상하며 현재를 버틸 때도 있다. 시험도

많은 학생들이 조용한 면학실 분위기에서 공부하며 집중력을 향상시켰고, 자신만의

학생들에게는 고난들 중 하나이고 그것이 끝나고 무엇을 할지 상상하는 것은 시험기

공부 방법을 개척해나갔다. 공부하다 졸리면 시원한 ‘복도 좌석’이나 ‘스탠딩 데스크’에

간 중 유일한 낙이다. 신기하게도 이 시기에는 주위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

서 잠을 깰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면학실 옆자리 친구들과도 피곤할 때 간식을 주고

시험기간이 아닐 때도 명덕인들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그 주된 이유는 명덕외고의 자

받고 질문도 하며 함께 공부할 수 있다.

랑 중 하나인 다채로운 이벤트 때문이다. 체육대회부터 학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세

이 시기에는 복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므로 시험기간이 아니더라고 그날 배운

교시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계문화축제까지 공부도 공부이지만 놀 때는 노는 것이 진정한 명덕인이다. 이 외에도

8교시

16:00

16:50

수행평가와 자신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모의고사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확

9교시

17:00

17:50

충시켜줄 수 있는 독서활동도 중요한 학생들에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모든 것

자습 1

19:00

20:40

자습 2

21:00

22:50

을 재치고 뇌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급식이다. 명덕학생들도 다른 고
등학생들 처럼 급식을 가장 기대한다는 증거이다.
기자_이수민

사실 모든 학생들의 뇌구조도 그림과 비슷할 것이다. 여기에 명덕외고만의 특색 있는 활
동을 추가하면 여러분도 어엿한 명덕외고의 학생이 될 수 있다. 단지 그림을 보는 것만으
로도 벌써 고등학교 생활이 기대되지 않는가? 여러분도 명덕외고에서 함께 즐겨보자.

사회참여대회,
학교와 지역 사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기자_이민영

명덕외고 학생들은 방학 때도 자신의 끼와 자질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여러 대회를 진행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4컷 만화
기자_홍원교

수 있는 것이 사회 참여 발표 대회이다. 사회 참여 발표 대회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사와 실천한 결과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
교 및 지역 사회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회이다.
대표적으로 PLA 빨대를 학교 앞 카페에 비치하며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활동을 진행한 ‘고산자’ 조와 학생들의 카페인 과다섭취에 대해
다루며 SNS 포스팅을 진행한 ‘Pour le monde(풀르몽드)’ 조 등을 찾을 수 있다. 위와 같이 명덕외고 학생들은 단순히 대안 조사만이 아
닌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조 이외에도 유튜브,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고안해 실천한 후에도 재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대안
평가 및 보완할 점을 조사하며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회적인 사안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평소와는 다른 관점으로 주변의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기회
인 사회 참여 발표 대회 한번쯤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
기자_임동건

雪歩: ようこそ、ミョンドク外国語高校へ、
あなたの第一歩の始まる場所。

琴葉: 找到我坦率的样子, 設計未来的地
方.

Tim: Make your dreams fly high, Spread
your wings to blue sky.

Elena: Rassemblez votre Souvenirs et
Passons à la prochaire étape!

당신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곳, 명덕외고에 어서오
세요.

솔직한 내 모습을 찾아, 미래를 설계하는 곳.

푸른 하늘로 날개를 펼쳐 꿈을 향해 날아가세요.

추억을 모아서 다음 발걸음을 내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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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외고를 대표하는 학생들의 모임, 학생회

명덕인들의 Club

7

2019년 제7호

명덕인들의 Major

명덕의 자랑, 동아리

원어민 선생님 인터뷰
영어과 로지샘

Q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전공어과

명덕외국어고등학교에는 약 50여개의 정규 동아리와 약 100개의 자율동아리가 있다.
다수의 동아리는 다양한 경험을 쌓아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에게는 그 진로에 대한 심

브라니입니다. 현재 명덕외고의
영어 원어민 선생님으로, 2학년

Q W hat do you think are the charming points of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로를 정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아
정규동아리는 크게 학술동아리, 공연동아리, (교육)봉사동아리로 나눌 수 있다. 학술

명덕외고 중국어과에서는 중국어 단어의 성조와 병음

동아리는 인문, 사회, 국제, 언어 등의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가 있으며 공통 관심사를

을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워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중국어과 수업 중 중

가진 학생들과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학문

국어 연극은 2명이나 3명이 한 조가 되어 주어진 상황

적 소양을 쌓아 자신의 진로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공연동아리

에 대하여 대본을 쓰고 연기하는 수업을 통해 더욱 생생

가 있다. 이는 사물놀이, 댄스, 밴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로, 공연에 대한 열

명덕외고하면 궁금한 것 중 ‘학생회는 어떻게 조직될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정과 끼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연습하고 8월의 동아리발표회에서 공연할 수 있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학생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조직되어

다. 마지막으로 (교육)봉사 동아리가 있다. 이는 교육 봉사와 학교 봉사 동아리로 구분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한다.

할 수 있다. 교육 봉사 동아리에는 진로 분야가 교육인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또한 학

학생회는 사진에 보이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학생회장단 세 명이 주축이 되어 이

현지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게끔 원어민 선

교 홍보, 또는 방송부를 담당하는 학교 봉사 동아리도 있다.

루어져 있다. 우선 학생회장과 부회장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장선생님께 전

생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주어진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하게 중국어 표현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영어과 과소개

학술동아리

공연동아리

(교육)봉사동아리

달하거나, 학교 전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자치위원회에는 기숙

의견을 말하는 시간을 가지며 회화 능력을 향상시킨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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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동아리, 세계문화축제, 명덕올림픽, 스포츠리그, 선거 관리 위원 등이 있다. 이들은

TED와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작문을 하며 사고와 지식

MIIT

D.O.H.C

MBS

각 분야에서 대표를 맡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의 폭을 넓히며 미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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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쎄페르

패

학생사법자치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1학년 한명, 2학년 한명으로 구성된다. 명덕외
고에서 학생 중 한명으로서 당당히 주장을 내세우고 운영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학생

만의 매력은 어떤 것들이 있나
요?

have to learn.

학생들이 매우 훌륭하다는 점입니다. 명덕외고의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정말 자신
들이 원해서 공부를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명덕외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중학생들에게 응

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Q Please give a supporting message to middle school

students who are preparing to enter Myungduk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S tudy hard because the Myungduk’s level is very
high, and try to enjoy as much as possible.

명덕외고의 수준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기자_이민영, 임동현

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한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기
보다는 공부 자체를 즐기는 태도를 가지세요!

중국어과 리리샘

Q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표로 한다. 외국어로는 프랑스어를 배우는데, 회화 능력
을 중심으로 작문과 독해능력을 향상시키며 프랑스 문

다. 또한 학생들은 중국 방송이나 라디오 등을 많이 듣는 것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 원어

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듣기 연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민 선생님인 리리 선생님입니

라 중국의 최근 이슈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다. 저는 중국 하얼빈에서 왔는

화에 대해 자세히 배운다.

데, 저는 북방 사람이어서 성격

회에 지원해보는 것은 어떨까?
기자_이수민

Myungduk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T he students are really good. They seem to want
to learn for themselves rather than because they

Q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명덕외고

중국어과 과소개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Q First, please introduce yourself.

I am Rosy Anna Maria Lubrani. I’m the foreign
english teacher in Myungduk for second graders.

제 이름은 로지 애나 마리아 루

독일어과 과소개

Q 请自我介绍一下。

이 비교적 명랑하고 말 할 때의

大家好。我是中文系同学们的汉语老师，李丽。我来自中

목소리도 비교적 큰 편입니다.

国哈尔滨，我是一个地道的北方人，所以性格比较开朗，

독일어과는 한국인 선생님과 원어민 선생님이 독일어의

학부는 중국에서 다녔고 대학

说起话来嗓门儿也比较大。本科是在中国读的，研究生是

문법과 독일어 회화를 담당해 가르치신다. 독일어과에

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다녔습니다. 저는 대외적으로

在韩国外国语大学读的。我从事对外汉语教学工作已经有

서는 독일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마련되어있다. 독일

중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한지 10년이 넘었는데, 명덕외국

十多年了，除了我们学校 ，我还在龙仁外高和果川外高工

자율동아리는 관심 분야가 같은 학생들끼리 모여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어 다양하다.

2019년 7월 16일, 학교 안을 돌아

의 통일 영화, 분단 영화를 보고 토론하기, 독일에서 살

어고등학교 말고도 용인외고와 과천외고에서 일을 했었습

作过。

4월과 9월에 개설할 수 있으며 활동 분야와 부원만 정해진다면 언제든지 개설 신청이

다니느라 분주한 학생들로 빽빽

기 위한 집구하기, 독일 문학에 관한 활동 등 독일어과

가능하다. 단, 2019학년도부터 1학년들이 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는 자율동아리 수

해진 복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

가 1개로 정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 바로 1년에 한번 있는 명덕 학

학술제, 포럼 명덕인의 교양! 학술발표회

술발표회 때문이다. 명덕 학술발

하나의 동아리는 너무 아쉽다구요? <부회원 제도와 쩜오기 제도>
부회원 제도를 통해 본인의 정규동아리 활동 외의 다른 정규동아리 활동의 일부를 참여할 수
있고 쩜오기 제도를 통해 정규동아리를 아예 옮길 수 있다. (단, 이는 동아리마다 다르므로 사
전 확인은 필수!)
기자_박혜나

흥을 돋우자! 동아리 발표회

보컬, 영상 등의 분야가 있으며 해당 학생들
은 1학기동안 동아리 발표회를 위한 무대를
연습한다. 우리는 어떻게 동아리 발표회를
즐길 수 있을까?
공연동아리 학생들은 무대 위에서, 그 외의
학생들은 무대 밑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즐
길 수 있고 누구든지 동아리 발표회를 진행
할 MC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공연 사이에
미니게임과 사연 읽는 시간을 가진다. 따라
서 우리는 동아리 발표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즐길 수 있어 매년 학생
들은 동아리 발표회를 기다린다.
기자_박혜나

间尽可能用汉语交流，这样可以大大提高学生们说的能

학년 학생들에게만 말하자면, 평소 여가시간에 학생들이 가

力，也可以做到互助学习，让说汉语变得不再枯燥无味，

능한 한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학

另外同学们也可以多听听中国的广播，可以练习听力还

생들의 말하는 능력을 매우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有感受到中国最新动态。

하고 활동한 내용을 다른 학생들

간의 교류 증대를 위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과 학

중국어 공부 면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

에게 전하고, 공유하며 서로의 교

생들 사이가 가장 좋다고 소문난 과이니만큼 선후배간

양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매우

친목도 굳건하다. 이번에 새로 오신 원어민 소피 선생님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한다. 학생

과 함께 다양한 회화 표현을 익히니까 프랑스어 자격증

들은 한학기간 활동한 내용을 논

시험 준비도 든든하다.

광을 차지하게 된다! 선별된 학생

일본어과 야나기 요코샘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후쿠

기자_임승우, 이수민

자를 읽을 수 있다면 더 좋고, 일본과 일본어에 관심이 있는
편이 좋습니다.

오카에서 온 야나기 요코입니

일본어과 과소개

다. 일본어 회화 수업을 담당하
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는 문법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Q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배우며 일본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기도 한다. 여름

교재는 한국어 선생님이 담당

방학에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회화 위주의 수업을 하

Q 自己紹介お願いします。

こんにちは。私は日本の福岡から来たやなぎようこで
す。日本語の会話の授業を担当しています。
Q 授業はどのように行われますか。

는데 일본 매체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일본어로 쓰고

하시고, 저는 프린트물로 수업

들은 발표 내용과 방법은 물론 장

教材は韓国語の先生が担当して、私はプリントで授業を

말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수행평가

을 하는데 한국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프린트는 일

していますが、韓国語は全然使っていません。プリントは

소와 무대까지 직접 열심히 준비를 한다! 그럼 발표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뭘 할까? 나

로 한국 고등학생의 여름방학을 소개하는 UCC를 제작

본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책을 사용합니다.

日本で日本語を勉強している人たちの本を使います。文

머지 학생들은 친구 또는 선후배님들이 열심히 준비한 발표들 중 관심이 가는 것을 선

하기도 한다.

문법과 단어뿐만 아니라 청해도 수업합니다. 2학년이 되면

法と単語だけじゃなくて聞き取りも授業をします。2年生

토론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になると、討論授業をしたりします。

축제이다. 명덕외고의 공연 동아리에는 밴
드, 힙합, 연극, 댄스, 사물놀이, 오케스트라,

중국어 능력의 성장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선생님으로서 2

받고 있는 프랑스의 문화를 배우고, 우리나라와 프랑스

팀들만이 발표 무대에 오르는 영

리에 속해 있는 1, 2학년 학생들이 공연하는

的，就二年级学生而言，我希望平时业余时间里同学之

프랑스어과의 학생들은 각계각층에서 세계적으로 인정

선생님들의 심의를 거쳐 엄선된

리 발표회는 교내 개설되어 있는 공연 동아

프랑스어 과소개

我们学校中文系学生都非常刻苦，汉语进步也是非常大

우리학교의 중국어과 학생들은 모두 매우 열심히 공부하고

또는 자율동아리에서 같이 학습

학교에 제출을 하게 되고, 그 후

제 21회 동아리 발표회가 이루어졌다. 동아

준비되어 있다.

Q 想来中文系的学生说一句话!

니다.
Q 중국어과 학생들에게 해 주실 말이 있나요?

표회란 1학기동안 학생들이 정규

문이나, 포럼의 계획서 형식으로

2019년 8월 23일에 명덕외국어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독일과 독어를 좋아하기 위해 많은 활동들을

택하여 그 발표의 관객이 되어 곳곳을 돌아다니며 발표를 시청한다. 매우 다양한 분야
의 발표들이 준비되어 있고,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루하지는 않을까라는

러시아어과 과소개

Q 일본어과에서만 했던 특별한 수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Q 日本語科の特徴は何ですか。

러시아어과는 단일과로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3년

시험이 끝난 뒤에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수업 대

日本語科はクラスが1個しかないですから日本語科の学生

럼들이 열리게 된다. 오전 논문 발표에서는 학생들이 주제를 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한

동안 반 구성원의 변동이 없다. 따라서 누구보다 서로에

신 일본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수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たちは団結力がいいです。学生たちは明るくて親切です。

내용을 발표하는데, 이 때 상당히 다양하고 유용한 지식들을 쌓을 수 있다! 반면 오후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두루두루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스이카 와리 (여름에 하는 수박깨기), 유카타 입기, 칠석에는

一番いいところは学生によって個性が違って面白いです。

포럼에서는 발표를 관람하는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어과에서는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에 대해 기초

소원을 대나무에 다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일본에

Q 最後に日本語科に志願する生徒たちに一言言ってください。

부터 심화과정까지 배운다. 원어민 선생님과의 회화 수

서 유행하고 있는 방송을 보거나 애니메이션을 봅니다.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오전에는 논문 발표가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여러 포

여러 게임이나, 모의 재판, 퀴즈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교양도 쌓고 함께 즐기는
분위기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명덕인들의 교양과 지식을 채워주는 학술발표회! 벌써
내년이 기대된다!
기자_정재원

업을 통해 자연스러운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Q 마지막으로 일본어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 주

을 기르고, 한국인 선생님과 문법 수업을 통해 언어의

세요.

기본을 다진다.

일본어를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日本語を熱心に学ぼうとする熱情が一番重要です。漢字
が読めるならもっと良くて, 日本と日本語に関心がある
ほうがいいです。
기자_김가윤, 안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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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시
명덕 외고 진학을 희망하는 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무 많을 때, 3학년 2학기 국어 – 사회, 3학년 1학기 국어 – 사

고자 고입 절차와 특장, 그리고 최근에 바뀐 고입 전형 등을 간

회, 2학년 2학기 국어 – 사회, 2학년 1학기 국어 – 사회 순서로

략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성취도 수준을 반영하고 사회 과목이 없다면 역사 과목으로

영어 교과성적 + 출결점수(감점)

우선 2020년 고입 전형은 지난해와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대체가 가능하니 이 점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단계에서

[정원의 1.5배수 선발]

고입 전형에 있어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해

는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요. 자사-특목고는 불합격이라는 변수가 있기에 그 후 상황에

내려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관심이 생기기 마련인데, 불합격 시 임의 배정 동의서의 제출

지금까지 바뀌어 온 고입 전형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진행하였

여부에 따라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에 배정이 된다고 하네요!

는데, 명덕외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지원하고 싶은 학과

<2단계>

다음으로는, 외국어고의 전형 방법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소개

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탐색한 후 본인만의 자기소개서로 자신

1단계 성적(160점) + 면접점수(40점)

해보겠습니다. 우선 영어 성적의 경우 절대 평가 반영 방식으

의 정체성을 확립하여서 명덕외고에 진학한 후 자신의 목표를

[최종 합격자 선발]

로 A, B, C, D, E라는 성취도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전형 절차

<1단계>

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남았는데, 1단계에서 동점자 수가 너

기자_이승찬

변화된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우린 어떻게 준비할까?
서 개정 후 미기재로 큰 변화가 생긴다. 또한 소논문 작성 시에
도 학생부의 모든 항목에 기재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하지만
방과후 학교를 제외한 교과별 세부특기 사항에는 큰 변화가
없는 만큼 여전히 학교 수업에서의 성실성, 적극성 부각을 통
해 학생의 역량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생기부를 만드는 것
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고 자기소개서가 간소화되
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분야와 이에 대한 노력, 창의성 및 지적
최근 정시 비중 확대 입장을 표명한 정부와 더불어 학생부 종

호기심의 확장 과정을 부각할 수 있는 독서활동상황 등의 기

합전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즉 생기부의

본적인 활동을 충분히 내실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

기재 방식이 달라졌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이전과 다

로 보인다. 비록 수상경력 및 자율 동아리 활동 기재에 제한이

른 제도에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학생부

있지만 수시 전형에서 면접을 통해 기재하지 못한 자신의 학

종합전형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자료를 참고하면 2019학년도를

습 및 자율동아리 활동을 충분히 강조할 수 있는 만큼, 학업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생기부에서 수상경력, 동아리

역량을 위한 학습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자기주도학습 활동을

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서 항목을 없애거나 기재 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을 축소하도록 했다. 그 중 특히 봉사활동은 현행 500자에

Q 명덕외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의 성적은 어느 정도여

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장점! 반에서도 시험기간에 ‘스터디’라는

야 하나요?

모임을 만들어 시험 과목을 같은 반 친구들과 공부하면서 윈윈

솔직히 반에 몇 등, 전교에서 몇 등 이내에 들어야지 합격한다

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 단절되어 경쟁하겠다는 학생은 거의 없

는 정확한 등수를 정할 수 없어요. 성적이 다른 외고 준비 친구

어요. 반 친구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중학교 때보다 훨씬 많으니

들에 비해서 약간 떨어진다고 해도 생기부의 동아리 활동이나

까 더 금방, 깊게 사귈 수 있어요! 친해지면 다들 너무너무 좋은

독서 등 비교과 면이 우수하면 충분히 합격 가능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학교생활을 성실히 임해야 해요!
중점을 두어야 할 과목에는 입학 시 성적을 보는 국어, 영어, 사

Q 명덕외고 급식은 어떤가요?

회(역사) 과목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신경 써서 공부하고 성

명덕외고 급식은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

취도 A로 맞추는 것이 좋아요.

니다. 기숙사생의 경우 하루 3끼를 학교에서 해결하는데, 아침
을 거르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식이 준비되어 있고, 아침부터 밥

Q 명덕외고에서는 전공어과 끼리의 경쟁이 있나요?

을 먹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시리얼과 주스도

명덕외고는 생각만큼 삭막한 장소가 아니에요! 배우는 언어는

항상 구비되어 있습니다. 중식과 석식의 경우 학생들이 좋아하

다르지만, 기숙사 룸메이트나 같은 동아리에서 다른 과 친구들

는 고기 요리 뿐만 아니라, 건강을 고려한 메뉴들로 구성됩니다.

과 만나서 친해질 기회가 정말 많아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마

뿐만 아니라 가끔 스파게티나 피자, 치킨 등 맛있는 메뉴들도 많

음이 맞으면 밥도 같이 먹고 오히려 같은 반 친구보다 다른 과

이 나와 친구들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더 친해지는 경우도 흔해요. 또한 서로의 전공어도 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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