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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선생님 말씀 ◆ 동화중 2018 소식

학부모 총회 및 학부모 운영위원 선출

2018년 3월 2일 본교 여화수아홀에서 100여분의 학부모님들과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다. 입학식에는 1학년 4반 권동일 학생이 대표로 

신입생 입학선서를 하였으며 신입생 201명은 동화중학교 신입생으로 학교 규율을 준수하고 성실한 중학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교사찬양단, 학생회 및 

아이노스 학생 찬양단의 축하 노래와 공연이 이어져 자리를 빛냈다. 

2018학년도 학부모총회가 3월 20일 오후 2시 본교 여호수아홀에서 개최되었다. 많은 학부모님들

께서 참석하시어 2018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감사패 증정, 전년도 학부모회 활동 결과 보고, 학부모회 

임원선출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등 일정이 이어졌다. 2018학년도 학사일정 안내 이

후에는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학생들의 인성과 진로지도에 대

한 개별 상담이 있었다.

따뜻한 볕의 기운으로 봄의 색깔과 향이 퍼질 무렵 새학년, 새학기를 

설레임 속에서 맞이했고 동화중학교 모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1학

기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동화중학교 교육소식지가 다시 새롭게 속간되어 한 학기동안 이루어진 

여러 가지 교육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산속에 있을 때는 산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산을 벗어나 바라

보면 높고 웅장한 산의 모습을 실감나게 느낍니다. 중학교 3년의 기간을 

졸업 후 바라보면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

러분의 신체는 물론 인성과 가치관이 확립되고 지적발달이 급속도로 매

년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시절을 여러분

은 보내고 있습니다. 이시기에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적성과 진로를 탐

색함으로써 다가올 미래사회의 중심인이 되는 원대한 꿈을 품고 역량을 

키워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설계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장점은 

자신이 잘 압니다. 현재는 당장 부족하더라도 그 장점을 잘 갈고 닦아서 

성장시켜가는 것이 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동화중학교 학생 여러분!

편하고 쉽게 살아가는 자기만족의 벽 뒤에 숨어 있으면 결코 더 나은 미

래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크고 넓은 세계를 바라보며 자신의 능

력에 맞는 역량을 키우는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2학기에

도 좀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하나되어 

활발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상담실은 고민해결 뿐 아니라 학생들이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상담실 

이용안내

◆ 위치 본관건물 1층 좌측 코너
◆ 전화번호 (031) 551-0527 (내선 560) ◆ 사이버 상담 학교게시판 http://www.donghwa.ms.kr

◆ 나를 찾아가는 여행....마음 사용법, 생각 사용법을 이야기합니다.
◆ 상담은 자기 성장을 위한 만남입니다. Wee클래스에서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때

▶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으로 힘들 때

▶ 세상에서 자신만 혼자라고 느껴질 때

▶ 진로가 고민될 때

▶ 자신만의 성격에 불만을 느끼고 있을 때

▶ 마음먹는 대로 공부가 되지 않아 고민이 될 때

동화중학교 신입생 입학식

학부모 회장 학부모 부회장 학부모 감사

김현미
(3-1 이정운)

이운섭
(3-1 김경희)

이지민 
(3-4 권희령)

1학년 대표 2학년 대표 3학년 대표

전향은
(1-6 하기찬)

이향백
(2-6 이도현)

정은정
(3-2 강민성)

동화중학교 개교 68주년 행사가 5월 30일 본교 여호수아홀에서 전교생 모인 가

운데 기념예배와 축하행사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교는 1950년 학교법인 도농학

원으로 설립되어 68년 동안의 빛나는 역사와 더불어 기독교 민족사학의 길을 의

연하고 굳건히 지켜 경기도 최고의 명문사학으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

날 기념 예배후  30년 근속 권용주 선생님, 20년 근속 김영웅 선생님, 최상권 선

생님, 이선화선생님께 각각 표창장이 수여되었고 교사밴드팀 ‘재미삼아’(방완식 

외6명), 학생댄스팀(매드롬), 학생찬양팀(아이노스), 동화 관혁안 오케스트라의 

멋진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동화중학교 개교 68주년 기념행사

미래를 

바라보자

  황철우 교장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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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특별기획

Q1.  동화학원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A. 1950년 학교법인 도농학원이 설립되어 1974년 고 유경화 이사

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1976년 교명을 동화로 정하고 인문계 학교

로 변경하게 됩니다.

Q2.  동화중학교의 동화는 무슨 뜻인가요? 

A. 동화(東和)는 한문으로 동녘동에 화합할 화자입니다. ‘떠오르는 

태양같이 빛나는 미래를 힘을 합쳐  발전시켜 나가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Q3.   이사장님이 하시는 일과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의 차

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교장선생님께서는 가정의 아버지 역할, 이사장은 어머니 역할을 

맡고 있다고 봅니다.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교육을 계획하고 앞장서는 

역할은 교장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이사장은 뒤에서 교육활동이 잘 이

루어지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Q4.   학교를 운영하시며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 일은 무엇인

가요?

A. 운영하기보다는 봉사한다는 단어가 적합합니다. 동화 학원을 거

쳐간 학생들이 성공하여 동화중학교 출신이라고 말할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뿌리있는 사람은 옛것을 찾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성공한 후 자신의 자양분을 기억하고 감사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면 기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사회에 

환원할 줄 알아야 합니다.

Q5.  이사장님의 학창시절의 꿈과 학습방법은 어떠셨나요?

A. 어린시절에는 미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연히 접한 의사라는 직업

이 멋있어 보여 의대로 진학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사교육이나 다

른 학습자료가 전무한 시절이었기에 무한 반복학습만이 성적 향상의 

길이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고 머리가 좋아

도 평생 기억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공부한 것을 추가접종 하듯 

꾸준히 복습하여야 목표한 성적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

교 시절 수학Ⅱ 참고서적을 40번 반복하여 모르는 것을 계속 표시하며 

풀었더니 나중에는 2시간만에 정석 한권을 풀게된 경험이 있습니다.

Q6.   이사장님의 중학생 시절 가장 추억에 남는 선생님과 친

구는 어떤 모습인가요?

A. 중학생 시절 국어선생님께서 수업시간마다 들려주신 책 내용을 듣

고 독서에 꾸준한 관심과 경청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중

고 시절의 동네친구들과는 몇십년째 희노애락을 나누고 있고 친구중

에는 동화학원 이사가 되어 학교에 매년 기부금을 내주는 친구도 있습

니다. 사회생활에서 만난 친구보다 학창시절 친구는 평생에 걸쳐 격의

없는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Q7.  이사장님의 어린시절 환경과 현재 가족을 소개해 주세요.

A. 어린시절 가정환경은 시대적 상황과 겹쳐 어려웠지만 한결같이 성

실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하시며 근검절약하시는 부

모님 모습을 보며 존경심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항상 부모님을 존

경하고 타인도 존경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교사와 학생간에 서로 섬기고 존경해야 합니다. 현 가

족은 2녀 1남이며 교수, 건축가, 회사원 등으로 성장하여 사회에서 자

기 몫을 하고 있습니다. 

Q8.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A. 학창시절 학업에 충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나 

더욱 중요한 것은 폭넓은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정답만 외우는 공부

는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무의미한 일입니다. 단편적 지식들을 서

로 연결하고 재창조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현대에는 특히 인문학 책읽

기가 중요합니다. 폭넓고 다양한 독서를 통하여 새시대에 맞는 창조

적인 인재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The Space for the future dream and wisdom, for the precious memories in school days 

The Opening Ceremony of ‘Guelmaroo’, Donghwa Middle School remodeled library,  was held on April 16 2018. Ap-

preciating to the chief school director, Namyangju city council,  Church Gilgaae and all the teachers who helped for this 

renovation of the library, there was a simple tape cutting ceremony. With the bless of our principal and other guests 

who take part in , the ceremoney was closed. Everyone prayed for students’ strong and wise growth through read-

ing and experiences at ‘Geulmaroo’ As an advanced book cafe style library, ‘Geulmaroo’ is composed of thousands 

of various books for the teenagers and divided into stack room and book cafe. Also Many kinds of new magazines 

about science, math, English etc, are displayed every month. Above all, the 26 student volunteers ‘Gymgwondang’ 

do volunteer works for ‘the Check out and Return’ at the library every day. In ‘Geulmaroo’ , discussion, group project 

classes are actively accomplished and also it is loved as the space for the teachers’ workshop and after school classes. 

지난 6월 21일 학생회 임원들이 본교 역사관에서 유동욱 이사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Opening Ceremony of 

‘Guelmaroo’ 

English Article~!
동화중·고등학교 

유동욱 이사장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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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저모

제 3회 2018 과학의 날 행사

과학탐구대회 및 과학탐구올림픽대회

수리과학부에서 주최한 2018과학의 날 행사가 2018. 4. 6. 

(금) 열렸다. 다양한 과학 행사를 통해 과학 탐구정신의 함양

과 과학의 생활화에 기여함은 물론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 

의식과 과학적 소질을 개발 육성하고자 시행되었으며 화창한 

날씨속에서 학생들이 즐거워하며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

되었다. 행사장소는 각 교실, 여호수아 홀 및 황금산에서 이루

어졌으며 과학미술, 과학만화, 각 학급 롤링볼대회, 기계공학 탐

구대회, 항공우주탐구대회, 과학탐구토론대회, 융합과학, 자연

관찰 탐구대회, 과학탐구 실험대회등의 프로그램에 전교생이 

한종목 이상 참가했고 탐구토론 부문 금상(1위) 30424 김태

현, 30428 신준영 외 88명의 학생이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2018년 4월 4일 본교 여호수아홀에서 부활절예배가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알리는 찬

양과 함께 시작되었다. 장지동 목사님의 ‘놀라운 부활(마태복음 28장 1절~10절)’이라는 제목으

로 설교가 있었고 뮤지컬 동아리의 특송으로 부활절 축하 공연이 있었다. 에수님의 부활과 그 힘을 

믿는 동화중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드리며 예배가 마무리 되었다.

동화중학교

부활절 예배

동화중학교

학부모 수업 공개의 날 

이모저모 수업 풍경

지난 4월 26일 학부모님을 모시고 수

업공개의 날이 있었다. 평소 학생활동 중

심의 다양한 형태의 수업모형을 연구하고 

실천해온 동화중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은 학부모님과 함께하며 보람있고 배움

의 즐거움이 있는 하루를 보냈다.

◆ 특별기획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한 탐색. 고민.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위해 자유학년제가 운영되었다. 

자유학년제에는 지필평가 형태의 총괄평가를 폐지하고 수행평가 중심의 과정 평가를 실시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또한 교과 융합 및 교과 연계의 진로탐색 강화를 위해 기본교과 - 자

유학기 활동 연계의 진로탐색 활동이 되도록 한다. 진로탐색 능력의 신장에 대한 검증은 자

체 설문지, 소감문, 면담, 검사지 등을 통해 실시 한다.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존중과 

배려의 생활공동체, 개방과 협력의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

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을 지향한다. 2018 1학년 자유학년제 실시로 다

양한 형태의 학습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1학년 
자유학년제

순 영역 운영시간 내용

1 주제선택활동 34
·바느질 왕이 되자, 수학 교과서와 함께 보는 종이 접기, 행복한 우리 가정, 브레인스토밍,
   (수리논술을 위한) 두뇌훈련, 수학놀이터

2 예술체육활동 17 ·남양주시티투어, 상암풋볼팬타지움 체험

 1학기(자유학기)

순 영역 운영시간 내용

1 주제선택활동 34
·정렬의 소영 스토리, 알쓸신수, 정치, 경제, 사회문화 in 심시티, The Donghwa Times,
   스팀팡팡!(STEAM PANGPANG), 패션왕

2 진로탐색활동 51 · 진로보드게임을 통한 자기이해 및 직업탐색 활동, 지역문화탐방활동 체험, 다양한 직업체험과 선배들의 진로 특강

3 예술체육활동 51 ·복싱, 발야구, 피구, 축구, 농구, 줄넘기

4 동아리활동 34 ·글.마이웨이, 뮤지컬, 캘라그라피, 방송댄스, 표현연기예술, 웹툰, 종이공예, 의료코디네이터, 리틀나이팅게일

 2학기(자유학기)

수학 <어버이날 감사뱃지 만들기> 체험학습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견학> 예술체육 활동 <1학년 4반>수학 <스승의 날 카네이션 만들기>

1학년 주제선택 <수학> 예술체육활동 <공연관람> 자유학기 <주제선택 수학>예술체육 <선배와 함께하는 신나는 레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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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 소개 ◆ 동아리 소개

꿈과 끼의 산실

동화중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학생자치회 수련회가 5월 25-26일 남양주 수동에서 있었다. “감사를 실천

하는 리더로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친구, 선생님, 부모님, 학교에 감사하는 마

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임원으로서 자신의 모

습을 돌아보고, 학교에 필요한 곳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이 되

도록 다짐하였다.

동화중학교 학생자치회 

동화중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자율동아리 ‘글마루방’ 프로그램의 일부

◆ 프로그램명  태양열로 에너지 제로

◆ 프로그램 주제  환경과 에너지

◆  프로그램 소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인식하고 청소년의 관심으로 토론과

정을 거쳐 활동 방향성을 정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환경과 태양열 에너지 

관련 강의를 듣고 학교와 마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토의 및 활동을 

하며 교내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대체에너지를 경험하게 하고 발

전시설 협동조합을 형성하여 조합원으로 활동을 한다.

◆ 프로그램 운영시간  금요일 오후 5시

2018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경기도교육청 선정)

26명의 도서부원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글마루에서의 도서 대출 및 서고 

정리 작업으로 동화중학교 독서를 책

임지는 지적이고 아름다운 봉사 동아

리이다.

도서부(집권당)

본교 댄스부 학생들이 지난 5월 18일(금) 남양주시 예능대회에 참가하여 최우

수상을 수상하였다. 많은 격려와 관심 덕에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

칠 수 있었고 참가학생들은 유시연(30412), 김수진(30604), 김혜윤(30204), 

나세현(20404), 서희영(20305), 신예진(20707), 오정윤(20608), 이태영

(20613) 총 8명이며 이 대회 우승으로 8월에는 남양주시 대표로 경기도대회

에 참가자격을 얻었다.

댄스부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아리로서 아이노스의 이름의 뜻

은 ‘하나님을 찬양하라’이며 수요 예배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학생들

이 예 마음을 열수 있도록 섬기고 있다. ‘루아흐’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

님의 영이라는 뜻이다. 동화중학교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강당을 셋팅

하는 것에서부터 각반의 헌신예배 준비까지, 예배의 전반적인 것을 맡

아 봉사하고 있다. 이 두 개의 동아리는 매년 4월 함께 연합수련회를 하

며 1년간의 헌신을 약속하고 세상 속에서 주의 빛을 발하기를 다짐한다.

아이노스 찬양단과 루아흐 봉사단

동화중학교 관악부는 연주활동을 통해 음악적 감성을 키우고 더불어 살아

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창단되었다. 현재 동화중학교 재학생 75명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수한 강사진을 통해 전문적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

다. 또한  여름캠프 및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랑, 봉사, 희망, 

나눔을 실천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저변확대 및 예술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

록 운영되고 있다.

관악부

동화중 태권도부는 우수한 경기실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태권도부

대회명 입상실적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태권도) 경기도대표 선발전
(2018.03.29, 성남 실내체육관)

[여자중등부] 노유빈(2학년) +68kg 3위 
                   임효빈(3학년) -53kg 2위

제20회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념 시장기 
전국 남·여 중·고등학교태권도대회

(5.18, 광주빛고을체육관)
[여자중등부] 노유빈(2학년)  L-헤비급 2위

제40회 경기도태권도협회장기대회
(5.18, 가평 한석봉체육관)

[여자중등부] 노유빈(2학년) -70kg 1위
[남자중등부] 신지호(3학년) -73kg 3위

제40회 경기도태권도협회장기대회 입상 실적
[여자중등부] 노유빈(2학년) -70kg 1위
[남자중등부] 신지호(3학년) -73kg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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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학교 개설강좌 ◆ 동화중 이모저모

농구반
김범주 선생님

토요탁구반
김손곤 선생님

3D프린팅 상상출력반
정재현 강사

수리탐구반
박선종 선생님

 대한민국 해군 호국 음악회 감상

지난 5월 17일 관악부 학생들 및 음악회 관람 희망학생들이 김보들 선

생님과 함께 ‘대한민국해군 호국음악회’에 다녀왔다. 장충체육관에서 열

린 음악회에는 해군 군악대는 물론 툇마루 무용단,네이비 싱어즈,메트오

페라 합창단등이 함께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보

여주었다. 관악부및 여러 학생들에게 후회치 않을 좋은 경험이 되었다. 

 학생생활인권규정의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지난 3월 28일 여호수아홀에서 학생생활인권규정의 개정을 위해서 학생-학부모-교사 구성원 모

두가 참여하는 대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민주주의 직접적인 참여와 실현, 민주시민의 의무와 권리,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의견수렴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또한 구성

원들의 대토론회를 통하여 동화중학교는 민주적인 선진 토론문화가 잘 교육되고 있는 최고의 교욱

장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동화중학교 금연선포식

2018년 5월 23일 흡연에방 실천학교 금연선포식이 본교 강당에서 있었다. 

모든 학생들이 오른손을 들고 힘차게 선언문을 선서하므로 흡연예방에 앞장서

서 건강한 학교 문화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고 평생금연을 자신에게 약속하는 계

기가 되었다.  

 

4월 전교직원 대상 

회복적 생활교육연수

 

6월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
 진윤창 강사  I 교직원 폭력통합예방교육

 

성공적인 진로진학전략 설명회
동화의 꿈 : 지역사회 program

동화중 학부모회연수

 재난안전 홍보캠페인 대회

재난안전 홍보캠페인 대회

가 지난 4월 1일 동화중 교

문앞에서 열렸다. 많은 학생

들이 각자 손수 만든 독특한 

포스터를 가지고 적극 행사

에 참여하여 안전의식을 고

취하였다.

 함께 즐겨요~^^ -친구사랑주간

학생자치회에서주관한친구사

랑주간(2018.3.26.~3.30) 행사

가 본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점심시간을 통하여 친구와 함께

하는 농구, 축구등 행사가 진행되

어 학창시절의 우정을 돈독히 하

고 추억을 쌓았다.

배드민턴반
오정호 선생님

관악부진로탐색반
김손곤 선생님

1학기 방과후학교 개설강좌

동화중 생활 이모저모

 동화중·고 2018 교사 교류회

운동을 통하여 교사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동교과 조편성으

로 효율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2018 중.고 교사 교류회가 4월 30일 구

리시 X2 볼링장에서 열렸다. 중.고 전 교사들이 함께 하며 즐겁고 화기

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글마루 캔디데이 행사 

본교 글마루에서 5월을 맞이하여 캔디 데이 행사를 가졌다. 5월 한달 

도서대출 후 2주 내 반납한 학생들에게 캔디를 증정하는 행사를 통하여 

즐겁고 행복한 책읽기를 독려하는 행사를 가졌다. 100명 이상의 재학생

들이 글마루를 찾아 북카페를 이용하여 자유독서 시간을 가지고 도서를 

대출하여 독서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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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대회  I  인터뷰

2018학년도 본교 체육대회가 5월 4일 본교 운동장에서 전교생이 참여하는 가운데 열성의 함성

으로 개최되었다. 모든 학생들이 여러 종목에 함께 참여하여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을 보냈다. 

올해 용인외대부고 1학년에 입학한 위대호(2017 총학생

회장) 선배가 중3 담임 선생님이신 문영옥 선생님을 모교 

방문의 날을 맞아 찾아뵈었다. 용인외대부고 면접에 관한 

조언과 그 외 학습방법이나 중학교 생활에 관한 좋은 이야

기를 후배들에게 들려주었다. 용인외대부고 면접시 창의성

이 요구되며 이는 평소 다방면에 걸쳐 독서하고 진로 연관된 

배경지식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또한 중학생시절 원만한 교

우관계와 더불어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스스로 자료수

집하여 내면화하고 발표하는 수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심화

된 고등학교 수업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해 주었다. 

향후 용인외고에서의 폭넓은 교육과정을 통하여 한층 성장

하여 국제기구에 근무하며 더불어 발전하는 좋은 세상 만들

기에 기여할 꿈을 가지고 있다.

졸I업I생I인I터I뷰 용인외대부고 위대호 선배님

Q1. 어릴적 꿈은?

A1.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 교사

Q2. 취미는?

A2.  영화보기, 연극보기, 책읽기, 보드게임 등

Q3.  교직 생활 하면서 느낀 점 및 보람 있었던 

기억은?

A3. 모교인 동화중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것은 상

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 학교에 오게 됐을 때 감격

에 차 있었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선생

님들께 배웠던 것처럼 지금의 학생들이 미래에 훌륭한 인재로 자라

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학

생들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감사해 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

람을 느낍니다.

Q4.  중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A4. 중학생 시절에 조용한 편이어서 학생 때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공부는 물론이고,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새로 오신 박종화 선생님선I생I님I인I터I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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