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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뉴스

대광뉴스 명예의 전당 / 세상을 빛낸 대광

상반기 다양한 대광 교내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10월 6일까지의 시상 결과입니다. 이후 시상은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명예의
전당

2020 학교홍보 공모전 포스터 부문("대광고등학교는Yo!")

2020 건축디자인 모형대회 수상자 명단

•최우수 - 10420 심우석
•우 수 - 10829 하동우
•장 려 - 10803 김민준 10822 이학지
•장 려 - 11023 장민석

•금상 1위 - 30301 강연욱 20227 이효근
•은상 2위 - 30222 이상훈 30413 박지호
•동상 3위 - 30329 최현준
•장려상 4위 - 30218 안태현
•특선 5위 - 31009 박기범
•입선 6위 - 30107 남기현
30108 노현승
30605 김명규
20412 박재영
11009 김승현

금상1위 작품

2020 학교홍보 공모전 UCC 부문("대광고등학교는Yo!")
대광 수학경시대회

•최우수 - 30217 안정식 30714 안정우 30724 이찬영
•우 수 - 10323 정윤혁 10619 오경석 10628 정우영
•장 려 - 10703 김문규 10733 이강유

2020학년도 고3 과학창의력대회 결과
금상(1위)

은상(2위)

동상(3위)

장려상(4위)

물리학

30133 황주혁
30201 강준우 30317 심한준 30204 김도현
30227 이창운

화학

30410 김준희 30308 김우성 30413 박지호 30434 한재범

생명과학 30525 윤혁진 30519 송민서 30509 김종혁 30116 방준혁
지구과학 30219 오병찬 30222 이상훈 30210 김윤상

-

2020학년도 고3 탐구학습발표대회 결과
금상(1위)
30202 길대환
30413 박지호
30434 한재범

은상(2위)
30512 김현의
30525 윤혁진

동상(3위)
30521 오종민

장려상(4위)
30205 김세준
30227 이창운

큰빛 백일장 수상자 명단
운문
•장원 - 30624 최석륜
•차상 - 20327 이예일 20815 윤성준 10124 이호승
•차하 - 30532 최의진 30608 김어진 20322 신하민 30207 김연규

산문
•장원 - 10501 김동욱
•차상 - 20507 김현준 10205 김찬민
20913 성정현
•차하 - 10701 공민우 30804 김민성
10426 임성빈 10521 이준혁

•금 상 - 30201 강준우
•은 상 - 30133 황주혁 30308 김우성
•동 상 - 30519 송민서 30410 김준희 30434 한재범
30413 박지호
•장려상 - 30313 박준서 30414 변재혁 30205 김세준
30324 장세훈 30517 박희성 30119 이민혁
30315 변정우

대광 영어어휘경시대회
•금 상 - 30414 변재혁
•은 상 - 30201 강준우 30313 박준서 30410 김준희
30701 강현우
•동 상 - 30308 김우성 30403 권혁수 30704 김세진
30830 한국일
•장려상 - 30133 황주혁 30217 안정식 30222 이상훈
30306 김민재 30324 장세훈 30415 심승현
30434 한재범 30504 김경호 30514 노이삭
30519 송민서 30525 윤혁진 30703 김남규
30716 윤상현 30804 김민성 30814 윤동현
30906 김유환 30909 박상일 30915 유진욱
30919 이강혁 30929 황재원

2020학년도 한국사 논술 대회 수상자 명단
•금 상 - 30716 윤상현
•은 상 - 30201 강준우 30821 장선우
•동 상 - 30302 강윤성 30514 노이삭 30718 이재우
30804 김민성 30915 유진욱
•장려상 - 30105 김희선 30113 박승훈 30133 황주혁
30219 오병찬 30222 이상훈 30323 임우현
30326 정 현 30412 김태현 30414 변재혁
30434 한재범 30525 윤혁진 30607 김세윤
30609 김준서 30627 최석륜 30704 김세진
30727 정우현 30929 황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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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빛낸 대광
한국 탁구 에이스 조대성,
양예찬 삼성생명 스카우트!

현재 탁구 명문 대광고 3학년에 재학중인 조대성은 15일 삼성
생명 탁구단과 '업계 최고 대우'로 입단 계약서에 사인했다. 양예
찬도 삼성생명에 같이 입단하여 겹경사를 이루게 되었다.
당초 조대성은 신생구단 한국마사회행이 예정돼 있었다. 지난
해 창단팀 자격으로 조대성의 우선지명권을 가진 한국마사회와
올해 초까지 연봉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선수측이 희망하는
계약금과 한국마사회가 제시한 금액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우
선지명권을 포기했다.
한국마사회의 지명권 포기로 FA가 된 조대성을 영입하기 위해
복수의 실업팀이 달려들었고 결국 '전통의 탁구명가' 삼성생명이
대한민국 탁구의 자산, 조대성을 품었다.
조대성은 현장 탁구인들이 인정하는 '인재'이다. 8월 경부터
삼성생명 훈련장에 합류해 선배들과 손발을 맞춰나갈 조대성의
앞날을 기대해본다.
(스포츠조선 기사 인용)

보건동아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대상 수상!!!!
지난 6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북아동옹호센터(이하 경북아
동옹호센터)에서 주최한 슬기로운 학교생활 브이로그 공모전에
서 본교 보건동아리(3학년 5반 안세진 외 11명)가 참가하였고,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부상으로 인공지능 블루투스 스피커, 우
산도 함께 받았습니다.
해당 공모전은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을 위해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뿐만 아니라 학생, 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한 공모전입니다. 보건동아리에서는 영상
을 통해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대광인의 “코로나19 vs. 대광
고 학생들” 매치를 중계 형식으로 흥미진진하게 전해 좋은 평가
를 받았습니다. 동영상은 경북아동옹호센터 블로그 및 유튜브 채
널, 교육부 블로그, 행정안전부 국민안전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건동아리 부원
10108 박성호 / 10209 박준상 / 10210 박찬혁 / 20104 김도현 /
20105 김동규 / 20330 조경서 / 20527 이진복 / 20821 이준석 /
30402 권윤웅재 / 30423 이현서 / 30520 안세진 / 30624 이환희

- 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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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뉴스 대광 Dynamic 채플 / 성경 인물 상담

온(ON)전한 예배

이렇게 만들어요!
수요일 오후면 온라인 주소가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배달된다. 예
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노라면, 드는 생각은 “어떻게 이렇게 세
련될까?” “언제 이렇게 만드실까?” 라는 의문. 궁금증이 있으면 풀
어야 하는, 신문반이 대광 채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취재해 보았다!

Q. 안녕하세요! 예배를 정말 즐겁게 보고 있어요.
A. 즐
 겁게 보고 있다니, 너무 좋네요. 저희도 우리 학생들을 정말 현장
에서 보고 싶어요. 서로 소통하며 한 공간에서 한 호흡으로 찬양한다
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교실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대광 채플 모습!

Q. 영상촬영은 무슨 요일에 하나요?
A. 촬
 영은 선생님들의 각자의 빈 시간에 맞춰서 해요. 1학기에는 함께
시간을 맞추기가 조금은 더 수월했는데, 2학기에는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네요. 보통은 금요일에 촬영을 하고, 시간이 너무 안 맞으
면 방과 후에 촬영하기도 해요.

Q. 영상으로 예배를 촬영하다보면 NG가 날 때도 있나요?
A. 물
 론 NG가 날 때도 있죠. 찬양을 찍을 때는 보통 예배를 드린다는 심

따로 시간을 내어 채플을

준비하시는 모습!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찬양을 촬영하기

Q. 역시, 그런 노력이 있었군요. 전도사님께서는 앞으로 예배가 어떠
한 방식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A. 저는 예배가 TV나 핸드폰으로 그냥 보고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도 해요. 설교의 경우도 되도록 한 번에 찍으려고 하지만, 인간인지

요. 그래서 계속해서 피드백도 받고 있고, 느낀 점을 함께 공유하고

라 실수를 하게 되면 다시 그 부분부터 촬영하는 때도 있어요.

자 영상에 넣기도 했어요. 앞으로 그 쌍방향으로 혹은 참여할 수 있는

정으로 한 번에 찍으려고 하지만, 음향이 제대로 조정이 안 되었거나,

예배,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특송이나 찬양
혹은 기도나 성경 봉독 등등 예배에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우리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 영상이 되면 좋겠어요. 특송·찬양하
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교목실로 문의 주세요.(꼭 말씀 드리자!)

세련된 대광 채플!

Q. 와. 친구들이 영상에서 예배를 진행하면 정말 더 집중해서 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대광고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
엇인가요?
A. 대광고등학교의 정체성의 뿌리는 “기독교”에 있어요. 뿌리가 흔들린
다면 아무리 많은 열매가 맺힌 나무라도 곧 쓰러지겠지요? 대광고등
학교의 뿌리, 그리고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지키는 “채플”에 대해 자
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채플
에 대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학교의 뿌리를 잘 지켜내고 굳건
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 학교를 “대광고등학교”답게 만
드는 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잊지 마세요!
-유재혁, 한동훈 기자-

추수감사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학생들

DAE-GWANG HIGH SCHOOL 2020. Vol. 326

04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밝은 미래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 성적을 올리고 싶은 1학년 학생이 아브라함에게 여쭙다!

To. 아브라함!
안녕하세요! 저는 1학
년 박훈이라고 합니
다. 법조인이 꿈인 학
이죠. 하지만, 그동안
생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젠 정말 맘을 잡고
, 공부를 시작했습니
다!! 열심히 밤도 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면서
신나게 미래에 제가
법조인이 되어, 멋지
살아갈 모습을 생각
게
하며 열심으로 공부하
려고 하지만, 가끔
연 잘 될까?’ 이런
‘과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 이럴 때, 전 어떻
믿음으로 미래를 믿으
게
며 살아가야 할까
요?

From. 훈!
안녕! 훈! 요새 열심히 공부를 하느라 힘들겠구나! 하지만, 신나게 공부한다고 하니, 기특한걸? 훈이의 미래가 매우 밝을 거라고 믿어.
나도 훈이랑 조금은 비슷한 경험이 있어. 나는 자식이 없었어. 언제까지 없었냐고? 99세까지 없었단다. (구약 시대는 사람들의 수명이
매우 길었단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지.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창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 13장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봐봐. 말씀으로 여러 번 이야기하시지?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언제 아들을 얻게 될 거다라고 정확한 시기와 방법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셔서 “과연 주실까?” 의심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았지. 심지어 지금의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자손을 얻으려고도 했어. 하
지만, 중요한 건, 그때마다 하나님이 점점 구체적으로 확증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나는 결국 100세가 되어 아들 ‘이삭’
을 얻게 된 거야. 어쩌면 그런 과정을 통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깨달은 것이 있어. 믿음은 처음부터 100%가 되기는 어렵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면, 믿음도 성장하게 된다는 걸.... 훈이도 지금은 자신의
부정적인 현실 때문에, 미래의 밝은 모습을 확신을 갖고 나가기가 어려울 거야. 하지만 하나
님께 순간순간 여쭙고,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선한 결과로 훈이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지.
결국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훗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즉각적
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야.
훈이도, 지금은 하루하루 더디게 오르는 성적 때문에 고민이 되겠지. 하지만 결국 믿음으로 하나
님께 의뢰하며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다리고
계실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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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뉴스 코로나 시대에 성적이 오를까요? / 코로나 대광백서

대광이 묻고 대광이 답하다

코로나 시대에도 성적이 오를까요?
플래너 작성으로 전교 7등이 되다!
조현우
언택트의 시대. 도서관도 갈 수 없고, 심지어 학교조차 맘대로 갈 수

A. 저는 성적을 향상시키고 싶은 학생이라면, 플래너만큼 확실한 효

없는 이 시대. 방안에서 오롯이 나만의 힘으로 공부를 지속해야 하

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는 시대가 되었다. 공부하리라! 마음을 먹어보지만, 금세 사라지는

제가 그랬으니깐요. 플래너라는 것이 매일 공부잖아요. 그래서인

의욕. 홀로 공부하기 너무 어려운 이 시대에, 자신도 놀랄 만큼 성적

지, 습관처럼 저도 모르게 과학 공부가 하고 싶어서 문제집을 빨

이 향상된 1학년 조현우 학생이 있다고 해서 큰빛 기자단이 만나보

리 펼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플래너는 습관을 만들어

았다!

주는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Q. 조
 현우 학생, 안녕하세요? 이번 1학기를 꾸준한 플래너 작성으로

Q. 아
 직 플래너 사용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에겐 매일매일 플래너 작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성적을 받았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정말

성하기가 조금은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학기 동안 쌓인 노하

인가요?

A. 하하하. 조금 부끄럽지만 제 성적의 비결이 플래너의 때문이라는
건, 팩트인 것 같네요.

우나 조언해주고 싶은 말은 없을까요?

A. 플래너의 노하우란 결국 “매일 매일 쓰고, 매일 공부하라.”입니
다. 처음엔 조금 억지로 해야 하지만,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게임
하듯이 즐거워지게 될 거예요. 플래너를 통해 자신의 공부량의 변

Q. 조
 금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해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자세하게
말해주겠어요?

A. 음... 저는 중학교 시절 놀기를 좋아하고 모범생이란 이미지와는

화도 알 수 있고 어제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
는 것 같아요. 꾸준하고 자세한 플래너 작성을 통해 저처럼 만족
스럽고 재밌는 공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거리가 먼 학생이었어요.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정확한 공부법을
몰랐어요. 중학교 내신이 30퍼센트 정도였죠. 그런데 고1이 되

Q. 저
 도 자극이 되네요. 플래너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지금까지

고, 기존에 써왔던 플래너를 선생님의 조언으로 더 자세하고 세부

1학년 4반 조현우 학생과의 대광이 묻고, 대광이 답하다였습니다!

적으로 쓰기 시작하여 매일매일 꾸준하고 노력한 결과 전교 7등

-임성빈 기자-

이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예전에 저보다 공부를 잘했던 친구
보다 제가 앞서고 있더라고요.
Q. 와
 , 단기간에 그렇게 올랐다는 건가요? 플래너의 효과가 정말 엄
청난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플래너를 어떻게 사용하신 건가요?

A. 어쩌면 가장 당연하겠지만, 우선 매일 플래너를 썼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정한 공부량을 모두 채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지요.
저는 플래너를 하나하나 적고 해결하는 과정이 정말 재밌고, 신났
어요.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뭔가 잘하고 있다는 기분도 들었고
요. 게다가 2월부터 4월까지 모두가 코로나로 조금은 느슨해질
때였는데, 오히려 그 때 열심히 한 것이 반전을 이뤄낸 것 같아요.
Q. 오
 , 코로나 시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거였군요. 확연한 차이를 느
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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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다고?

모일 수 없다면, 모이지 말자!
- 원격 멘토링,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공부법 -

‘공부’는 자고로 옆의 친구가 공부하는 것을 봐야,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로 학교에서도 모일 수 없고, 모이지
못하니 공부 자극도 떨어지고 점점 나태해져 간다는 학생들이 많은
데요. 이럴 때, 모일 수 없으니, 모이지 않고 공부에 더 매진한다는
대광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을 큰빛기자단이 만났습니다!!
Q. 안
 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A. 네. 안녕하세요! 현재 2학년 9반에 재학 중인 곽시우라고 합니다.
Q. 오
 , 체력적으론 덜 힘든데, 오히려 더 집중이 되었던 거군요! 멘
Q. 요
 새 모이지 않고도 공부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뭘 하고 계
신거죠?

티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A. 친구들은 제가 가르쳐주는 것이 다들 좋다고 해요. 근데, 친구들

A. 네! 모이지 않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격(zoom)으로 비대

이 다들 착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말로는 그렇게 해

면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는지 분간이 잘 안 서긴 해요. 하하하. 하지만, 일단 비대면으로

매주 월요일 6시부터 8시까지 제가 2시간 동안 친구들에게 영어

진행되는 것에는 불만이 없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블릿으로 화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더 와닿았
던 것 같아요.

Q. 아
 , 원래 멘토링은 얼굴을 보면서 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원격
으로 진행되는 거군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원격으로 하
니, 더 좋다고 느낀 부분이 있나요?

Q. 아
 직 초반이긴 하지만,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멘토로서 가장 인
상 깊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A. 작년에도 저는 멘토링을 했었는데요. 그때 2시간 동안 활동을 하

A. 제가 교사가 꿈이예요.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면서 계속 무언가를 알려준다는 것이 체력적으로 꽤나 어렵더라

되고, 가르치는 순간순간이 즐거워요. 아이들이 이해하는 모습을

고요. 특히 작년에는 수학을 진행했었는데, 과목 특성상 문제 풀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이가 길어지거나 어려운 내용을 하게 되면 체력이 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비대면으로 멘토링을 해보니, 체력적

Q. 아
 , 배우고자 하고, 가르치고자 하면, 뭐든 가능하군요! 역시 공

으로 덜 힘들었어요. 또한 태블릿을 활용하여 멘토링을 진행하다

부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간

보니, 따로 유인물을 복사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 좋았습니다.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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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뉴스 대광 수업 알려 Zoom! / 안창호‘s PICK!

온라인인데, 합창이 된다고?
- 코로나19시대 온라인 수업의 대광 클라스! “대광음악요정” 박기현 샘!
온라인으로 음악을 가르친다?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합창 및 연주까지
이뤄졌다는 믿기지 않는 소문이 들렸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큰빛 기자단이
달려갔다!
Q. 박기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기쁨 주고~”라는 고정 멘
트 있잖아요. 참 인상 깊습니다. 어떻게 붙이신 멘트이신지, 항상
궁금했어요.
A. “기쁨 주고 사랑받는 ***”는 제가 어렸을 때 개국한 SBS 방송국의

진행했습니다. 아이들도 매우 즐거워해서 저도 매우 즐겁게 한 작업
이었어요.
Q. 분명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어려우셨을까요?

슬로건이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 때 만화영화를 보기 전에 항상 나

A. 저도 온라인 합창은 처음 시도해 본 일이어서 정확하게 연주가 되도

왔던 슬로건이라서 어린 시절의 저에게는 설레임을 주는 문장으로

록 기획하고 과정을 기록하고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이 다 어려웠지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첫 근무지였던 학교에서부터 사용해왔는

만, 저에게도 즐거운 도전이었습니다.

데, 별 수고 없이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계속 사
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조금씩 살을 덧붙여 주셔서 지금은 ”기
쁨 주고 사랑받는 함께하면 좋은 남자 대광의 음악요정 박기현입니
다“ 가 되어 버렸는데 너무 길어서 그때그때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
습니다. (웃음)
Q. 하하하.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선생님 음악 수업이 항상
기쁨이 넘치는 듯 합니다. 저희가 듣기로 온라인으로 합창을 했다
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A. 아! 온라인 합창수업이요? 얼마 전에 했던, 음원제작과정을 말하는
거군요! 네, 가능해요.

Q. 그 외에도 선생님의 온라인으로 “향상음악회”를 실시간으로 진행
하셨다고 들었어요.
A. 맞아요. 실시간으로 너튜브를 통해 진행했었죠. 어머님들은 매우 좋
아하시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모이지 않아서 연습이 어려
운데 할 수 있냐면서 신기해했어요. 근데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온라
인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제공해서 그런지,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Q. 와, 선생님. 선생님이 제공하시는 온라인 내용 보고 싶어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A. 네. 너튜브에서 “대광의 음악요정”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향상음악
회 및 런치 음악회 등 여러 연주가 있으니 와서 쉼을 얻고 가시길 바
라요.

Q. 온라인 합창, 음원 제작? 그게 뭔가요?
A. 음... 순서대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선, 제가 “아빠, 힘내세요!”라

자자, 들었지? 학교에서 동분서주 오가시는 박기현 샘의 수업이 더 궁

는 노래를 미리 지휘를 해서 녹화를 합니다. 그다음, 아이들에게 각

금해졌지? 그렇다면, 너튜브로 어서 들어가서 “대광의 음악요정”을 검

각 멜로디 및 화음 파트를 나눠주죠. 박수를 치라고도 하고 타악기를

색하자구! 당연이 구독은 필수!

-김태겸 기자-

연주하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제각각 자기 방에서 화음 및
멜로디, 악기를 연주해서 그 영상을 다시 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
면 저는 그것을 다시 프로그램으로 합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재미
난 합창, 합주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Q. 와, 진짜 이게 가능한 거군요. 아카펠라 같기도 하고요. 마치 한 자
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선생님이 수
고하신 것 같아요. 번거로우실 수 있음에도 왜 하신 거예요?
A. 요새 코로나로 인한 예술계에서 하나의 대안처럼 떠오르게 되었습
니다. 마침 전공수업 진도도 현대음악을 다뤄야 할 시기였었고, 또
전공자들은 이런 걸 직접 제작할 일도 앞으로 있겠다 싶어서 제작 과
정을 다루는 수업을 통해 온라인 합창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합창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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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기대영’ 학생은 이름 그대로, 앞날에 대한 기대가 ‘0’인 학생이다.

안창호’s

‘이렇게 내가 공부를 안하는데 성적이 오르겠어?’ ‘다른 친구들은
모두 앞서 가는데, 나는 뒤쳐졌어.’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기대영 학생에게 카톡 초대 메시지가 뜨는데...

안창호 님이 기대영 님을 초대하셨습니다.

안창호

안창호

쯧쯧.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대영아!

허허... 이책의 제목 팩트풀니스는 우리말로 “사실충실
성”이라는 말이다. 즉 사실에 근거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태도와 관점을 말한다. 즉, 이미 세상은 불공
평하고, 환경적으로 망했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료
를 통해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거지. 자, 예로 문제를 내
마. ‘전기’를 사용하는 인구가 전 세계에 몇 %가 될 거
같니?

기대영

안창호? 독립운동가? 하지만, 게으른 아이에게 안창호처
럼 훌륭한 분이 톡하실 리가 없지.
안창호

바로 그게 문제니라. 느낌으로 부정적으로 처리하는 그
것! 그래서 어제 이미 시험을 망쳤다고 너튜브를 새벽 2
시까지 본 것이냐?
기대영

헉, 그걸 어떻게 아셔요? 진짜 안창호시구나...
안창호

그래, 내가 안창호야. ‘민족개조론’으로 자주독립을 이룩
하려면 즉 국민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외쳤던 안창
호! 책에서 봤지?
기대영

아, 그랬던가? 여튼 독립운동가라는 건 잘 알아요. 근데,
저같이 볼품없는 아이에게 어쩐 일이세요?
안창호

역시... 넌 너를 이유 없이 너
를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는
구나. 자, 이 책 “팩트풀니스
(Factfullness)”를 한번 보거라.

기대영

음.... 한 30%? 전기를 못 쓰는 사람이 많다니깐요.
안창호

아니, 80%란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보면, 세상을 막
연하게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는 것이지. ‘할 만하다.’라
는 생각이 더 들게 되지.
기대영

아!! 그렇군요. 저도 막연하게 ‘난 망했어’라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제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안창호

바로 그거야! 어쩌면, 너보다 더 못했던 선배들도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니, 끝까지 힘내
거라!
기대영

넵! 감사합니다.
꼭 사실을 근거로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겠습니다.
기대영

이게 뭐죠 제목부터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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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것을 기억하고 새것을 꿈꾸자
김철경
학교장
10월 25일은 대광고등학교의 건학, 개교기념일, 학교법인 대
광학원의 생일입니다.

그러기에 옛것을 기억하며 좋은 전통은 이어가고, 미래를 꿈
꾸는 희망의 날개를 펴며 오늘도 열심히 비상(飛上)해야 할 것입
니다.

우리는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내온 과거에 대해
서 회상하며, 오늘에 내가 있게 됨은 나의 힘, 지식으로 이룬 것

논어에 나오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

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the Grace of God)”이며, 기

니다. 옛것을 익혀야 새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은 오랜 세월이 흘

도(the Prayer) 덕분임을 깨달으며, 앞으로의 삶은 정말 열심히

렀어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살아가겠노라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이런 생각은 잊고, 나의 주장대로, 나의

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기록되어

힘대로, 자기 자랑을 하며, “잘됨은 내 탓이고, 실패는 조상 탓”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가

으로 돌리며, 심지어는 환경을 탓하기도 하며, 주변의 사람을 탓

르침은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

하기도 합니다.

대”라고 할지라도 진리입니다. 또한 영성(靈性, Spirituality)의

우리 학생들은 학업성적이 오르게 되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풀어나가려고 하

이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남들처럼 과외를

고 있기는 하지만, 영성은 오늘날 인간들의 지식의 범주 안에서

부모가 시켜주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느니, 학교에서 잘못 가

만 이치에 맞는 과학 세계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오묘한 것입

르쳐 주어서 그렇다느니 하며, “주변을 탓하기도” 합니다.

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 AI 기술 등은 믿으면서, 정
말 영(Spirit)에 관한 것은 무지(無知)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의 잘되고 잘못됨은 나에게 있으며, 분명한 것
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며, 오랜 시간을 두고 축적된 것이 뒤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더더욱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

늦게 그 열매를 맺어 가게 것입니다. 고진감래(苦盡甘來) 결과가

(Reflection)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

되는 것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자마자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

야 할 것입니다.

고, 많은 노력을 쏟고, 가을이 되어서 추수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오랜 기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대광의 구성원, 대광가족 모두, 개교기념일을 맞이하면서, 건
학이념과 오래전에 기획하고, 만들어진 “대광교육 8대지표”와
세부적인 교육 방향에 대해서 다시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광고등학교는 73년의 역사를 지닌, “전인교육 기독교 명문

“대광교육 8대 지표”는 아무리 시대가 지났어도, 지금 생각해

사학”입니다. 앞서서 대광교육을 꿈꾸며, 가꿔 오셨던 많은 분

보아도 정말 시대에 매우 적합한 교육지표입니다. “전인교육, 기

의 기도와 열정과 노력이 모여서 오늘날 교육의 열매를 맺어가

독교교육, 인성교육, 자율자학교육, 세계시민교육, 과학기술교

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 환경이 여러 가지로 인하여 힘든 상황입

육, 생활관교육, 예절봉사교육”의 대광교육지표를 우리들이 얼

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정성을 다하

마나 제대로 교육에 반영하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여 가르치고, 배우지 않는다면, 훗날 좋은 결실은 기대하기 어렵

야 하겠습니다.

습니다. 우리의 어르신, 스승,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듯이 주어진
환경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좋은 전통은 계승을 시키며, 우
리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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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정체성!
우수호
목사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가노라 13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
려고 14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립보서 3:12-14)”

that claim who you are 中영국의 사회학자 체탄 바트(Chetan Bhatt) 교수는 자신의 경험
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을
때 ‘Where are you from?’이라는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보다
‘Where are you going?’이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강연에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ere are you from?’이라는 질문 속에는 너의
국적, 혹은 출신이 어디냐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 대답으로 그 사람의
종교, 문화, 인종, 피부색, 가치관, 수준까지 판단하고 어떤 사람인지 규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 고향, 출신학교, 집안, 살고 있는 동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상담학의 기법들이 변하고 있습니
다.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정식 분석학에 기초한 상담기법들은 인
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나 고통의 기억을 치유함으
로 현재 겪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대의 기법들은 치료대상이 어두웠던 과거에 매이지 않고 벗어
나 밝고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하고 꿈꾸게 함으로 과거의 상처들을 극복
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게 하는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실패한 사람은 다시 도전해 합격을 경험함으로 과거의 실패의 고통을 극
복하게 되고, 사랑에 실패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새로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됨으로 과거의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 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사람에게는 지나온 과거보다 다가올 미래의 지향점이 더 의미있
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체탄 바트입니다. 제 이름을 말하면, 사람들은 주로 “어디 출
신이세요?”라고 묻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런던이라고 대답합니
다. (웃음) 하지만 저는 당연히 그들이 진짜 물어보는 게 뭔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 제 조부모님과 어머니는 인도에서
태어나셨고 제 아버지와 저는 케냐에서 태어났고 저는 런던에서 자랐
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저를 다 파악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 당신
은 케냐계 아시아 사람이군요. 이전에 그쪽 출신과 일해 봤어요.” (웃
음) 그리고 그들은 제 이름을 보고 아마 힌두교 신자라고 생각할 것입
니다. 이것은 그들에겐 고정관념이 됩니다.” (I'm Chetan Bhatt and
when I give my name, I'm often asked, "Where are you from?"
And I normally say London. (Laughter) But of course, I know
what they're really asking, so I say something like, "Well, my
grandparents and my mum were born in India, my dad and I
were born in Kenya, and I was brought up in London. And then
they've got me mapped. "Ah, you're a Kenyan Asian. I've worked
with one of those." (Laughter) And from my name they probably
assume that I'm a Hindu. And this sort of fixes me for them.)”
- Chetan Bhatt's TED Talk: "Dare to refuse the origin myths

네와 지역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판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고 ‘Where are you going?’, ‘당신은 어디를 향해가고 있는 가? 무엇
을 위해서 사는 가?’라는 삶의 지향점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울(Paul)은 소아시아 교육의 중심
지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로마시민권을 상속받은 사람이었고, 예루
살렘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공부했으며, 바
리새파 사람이요, 히브리인으로 율법의 관점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
니다. 누군가 바울을 만났을 때 ‘Where you from?’이라고 묻는다면 출
신, 배경, 신분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말
씀은 그의 과거와 출신을 말하지 않고 “14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빌립보서
3:14)”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이
어느 지역 출신이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신분과 과거를 가지고 있는
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향
점’, 곧 ‘삶의 목표’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의 고향, 출신학교,
성장과정, 집안 배경보다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가?’, ‘무
엇을 위해서 사는 가?’하는 삶의 지향점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대광고등학교는 1947년 10월에 개교한 이후 73년이 지났고 그동안
수많은 목회자와 교수, 의사 등의 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자랑할 만
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
점에서는 대광의 지나온 시간과 역사가 대광이 어떤 학교인지 말해주
는 것보다 오늘 성경말씀처럼 대광이 ‘어디를 향해가고 있는 가?(Where
are you going?)’, ‘대광의 교육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가?, 어떤 교육
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광고등학교 개교 73주년을 맞이해 대광의 지나온 역사와 학교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오늘의 대광교육이 무엇을 지향
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대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는
10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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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풀 줄 아는 삶을 설계하라!

대광고등학교 개교 7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오랜 세월 열과 성을 다해 모교를 명문고로 만들어주신 고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한 재단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바쳐 우수한 학생들을 키워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3만여
동문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욥기8:5-7)고 하였는데 바로 우리

김의광
대광발전재단 이사장
목석원 원장 /
사립박물관협회회장

학교를 이름입니다. 서대문 피어선 성경학교 건물을 빌려 정말 미미하게 시작하였으나 이젠 신
설동 넓다란 부지 위에 최첨단 최고의 시설을 갖춘 학교로 거듭났으며 명성과 실력 모두 자타가
공인하는 명문고등학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사회로 진출한 동문 들 또한 정계, 관계, 재계, 학계, 의료계 등 모든 분야에서 크게 두각을 나
타내어 얼마 전까지 국내 100대 대기업 CEO 배출 고등학교 순위 4위에 링크되기도 하였으며
3개 대학병원(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의료원장을 동시에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동문들은 명문고 전통을 잇기 위해 각 분야 재능있는 후배들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인식
하에 십시일반 기금을 모금하였으며 그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마침내 2011년 10월 장학재단(대
광발전재단)을 설립하였고 지금은 매년 100명 이상의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정진하고 있는 후배 재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당 재단에서 작년에 지급된 장학
금 규모는 1억 7천만 원이고 수혜자는 성적우수자, 체육특기자, 사회적배려대상자, 동문 자녀
등 142명이었습니다.
재능있는 후배님들은 물론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후배님들까지 되도록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여러 동문들과 힘을 모아 장학기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교육여건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우리 후배님들께서는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 정진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삶을 설계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남에게 베풀줄 아는, 사회에 공헌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施人愼勿念(시인신물념) 受施愼勿忘(수시신물망)
남에게 베푼 일은 가슴에 새겨 두지 말고 받은 은혜는 절대 잊지 말라는 중국 후한시대 최원
선생님의 좌우명입니다.
우리 후배님들도 장차 사회에 나가게 되면 지금 선배들이 하는 것처럼 또다른 후배들을 위해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생각해 주며 항상 베풀어가며 살아가는 멋진 후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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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지혜롭게 대처하자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직장인들의 재택 근무가 늘어나고 있고, 가족, 친구,
친지 등과의 만남, 해외 여행, 콘서트, 박물관, 미술관 출입 등 우리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
었던 삶의 중요한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학생 여러분들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일 것입니다. 대면 교육을 줄이고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바뀜으로써

박신환
대광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24회)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많은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특히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고3 학생
들이 제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지면 의기소침해지고 좌절하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음을 가다듬고 각오를 달리하여 당면한 어려운 현실을 잘 대처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으로 당황스럽고 힘들겠지만, 오히려 도전
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면학에 정진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을 권면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논리로 설명한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외부나 자연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과 문명은 살아남아 번
창하였고, 반대는 멸망했습니다.
절약되는 등·하교 시간을 늦잠이나 게으름으로 허비하지 말고 그러한 시간을 잘 이용하여
실력과 체력을 다지고, 그동안 읽지 못했던 여러 분야의 책도 읽어서 사고의 영역을 넓히고
앞날에 펼칠 꿈과 이상을 차분히 구상해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인생을 선박의 항해에 비유해 볼 때, 선박이 망망대해를 지나 목적 항까지 안전하게 항해
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박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서 목적 항까지의 항로를 제대로 그려서 항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인생의 항로에서 안전하게 목적 항
에 도착하기 위해서 항해술을 익히고 있는 것이며, 코로나바이러스 창궐로 여러분이 겪고 있
는 고통은 선박이 바다에서 황천을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장이 항해 중 황천을 만났을
때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지혜를 동원하고 최선을 다하여 황천을 이겨내듯이,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하여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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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뉴스 동문소식 / 시시콜콜 진로

“선배님! 감사합니다!”
강일모 선배님! 안녕하세요. 현재 고3 강준우입니다. 이번에 대광고등학
교 졸업생이신 강일모(23회) 선배님께서 직접 학교까지 찾아오셔서, 후
배들에게 뜻깊은 선물과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지요? 기자 생활과 국제예
술대학교 총장직, 현재 차 의과대학교의 이사직에 이르시기까지 하신 많
은 경험을 들려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에서 그
치지 않고 보다 경쟁력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중, 해외의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등, 눈앞
의 목표에 매몰되지 말고 꿈을 크게 가지라고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교표가 그
려진 머그컵과 텀블러, 시계, 각종 문구류 등 유용하게 쓰일 선물도 주져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후배들을 격려해주고자 좋은 말씀과 선물을 준비해주신 강일모 선배님. 감사합니다!!!

강준우

채종걸(32회, 제기동 동광한의원 원장)선배님께서 면역력 강화와 체력보강을 위하여 특별히 제
조한 RG3진센보혈단 6통(60만원 상당)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기증품은 신입생 입학설명회 경
품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땐 그랬지.
지금은 코로나 19로 학교 활동이 많이 드물어
졌지만, 예전엔 이렇게 빽빽하게 도서관에 모여
서 공부도 하고, 체육 활동을 했었네! 빡빡, 머리를

)
도서관 개관(1961년

깎은 선배들의 모습이 매우 낯설다. 예전 선배들은 이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훗날, 몇십 년 뒤, 사진으로 남을 우리
모습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느껴지겠지?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가 대광의 역사를 만드는 중이라는 생각이 든다. 모두 자랑스러
운 나날들을 보내자구!
개교 30주년 기념 체육대회(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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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냐, 이과냐
이것이 문제로다!

대광 이햄릿은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다. 문과에

이햄릿 아
 , 오히려 문과인데, 수학과 과학을 잘하니까 더 좋게

적성이 맞지만, 성적은 정 반대로 이과가 높게 나오는 것! 자

평가가 된다는 거군요? 마치,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는

신의 처지에 시기적절하게 답해주실 분을 찾던 중, 대광의 진

데, 운동까지 잘해서 ‘엄친아’처럼 보이는 것처럼요?

로쌤이 생각이 났다. 서둘러, 샘에게 전화를 걸어 보는데.....
진로쌤 하하하. 네, 과장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
이햄릿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진로 때문에 고민이

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햄릿 학생이 고민해야 하

많아요. 저는 문과계열 학과(정치외교학)를 진학하기

는 것은, 현재 학생이 생각할 때 정치외교학과가 확실

를 원하는데, 수학이나 과학 등 이과계열 성적이 더 잘

한 희망분야라면, 점수가 잘 나오는 이과로 바꿔야 하

나와요. 이럴 때 성적을 쫓아서 이과를 가야 할까요?

나 고민하기 전에, 점수가 낮게 나온 사회과목에 어떤

아니면 소신있게 문과로 진학해야 할까요?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로쌤 아, 이햄릿 학생! 고민 되겠어요. 지금, 이과와 문과 사

이햄릿 네. 이과가 도움이 된다니, 저는 정외과로 확실히 정해

이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거죠? 현재 고등학교는

야겠어요. 그럼 이젠, 사회 선생님을 빨리 찾아뵈어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문이과 통합과정”이예요.

서, 성적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여쭤봐야 하는
거군요?

이햄릿 으윽. 즉, 쉽게 말해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라!’인 셈

이네요?

진로쌤 와. 바로 그거예요. 하나를 가르

치면 둘을 아는 걸 보니, 분명 통
진로쌤 네, 조금 과장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학생들이

합형 인재 맞네요.

통합교육을 통해 문과도 이과도 두루두로 갖춘 인재
를 키우고자 하는 교육과정인거죠. 좀 욕심이 많은 교
육과정이죠? 그래서 고1 시기에는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역량 학습을 하며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고민해
보고, 고2가 되면 희망 관련 분야의 학업을 더 집중적
으로 공부할 수 있는 선택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답니다. 때문에, 문과 계열을 선호하면서 수학, 과
학이 잘 나오는 건 마이너스가 아니예요, 오히려 문이
과 전반적인 학업역량이 있는 학생으로 더 좋게 평가
될 수 있어요.

이햄릿 칭찬까지. 선생님, 정말 감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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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뉴스 선배의 인생비책 / 선배의 합격비책

선배의 인생비책

김하영 선배의 멋진 고3 시절
십여 년 전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밤에 학교에서 잘 일이 있어서 교목실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죠. 근데, 11시가
넘었는데, 위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위층으로 올라갔다가 바로 여러분의 선배, 김
하영이를 본 거죠.^^ 그때 하영이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친구들과 밤늦게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가
장 힘겨운 고3 시절, 기도하던 선배에게 인생의 조언을 듣는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요?

Q. 선
 생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김하영 선배님의 고3 시절의 밤이 아
주 인상 깊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선, 선배님의 소개 부
탁드려도 될까요? ^^
A. 하하. 정말 별거 아니였는데, 쑥스럽네요. 목사님이 특별히 생각해 주
신 것 같아요. 저는 61기 졸업생 김하영입니다. 서울대에서 생명과학
과 영어영문학을 복수 전공하다가, 지금은 경희대 의대에 편입해서, 3
학년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Q. 아
 , 대학에서 생물학을 배우다가 의대로 바꾸신 거군요! 계기가 무엇
이신지 궁금해요. 그리고 의대 편입 어렵다고 하는데, 조언 한 말씀
도 같이 부탁드려요.
A. 생물학도 정말 멋진 학문이지만,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걸 공부하
고 싶어서 의대를 갔어요. 생물학 연구실에서 실험도 해보고 논문도 썼
었는데 연구가 재밌긴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과 씨름하
는 게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평소 의학에 관심이 있었고 이미 의사
가 된 친구들도 많아서 늦은 나이지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입
에 대한 조언이라면, 역시 비교과보다는 수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능을 잘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과 잘 맞는 입시 제
도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과로 들어온 동기들을 보면 논술로
들어온 경우도 많더라고요.
Q. 맘
 먹으면 실행하시는 면이 진짜 멋지신 거 같아요. 저는 지금 고3인
데, 너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대학의 자유로운 모습, 들려
주세요.
A. 음... 우선, 미팅과 소개팅이 많아요. 꼭 해보길 바랄게요. 그리고 강의
에서도 이상형을 만날 수 있어요! 영문과 수업을 들을 때 김희선을 닮
은 여학생이 있어서 일부러 필기를 빌려 번호를 받으려고 했는데 필기
를 메일로 주는 바람에 실패했답니다. (모두 웃음)
Q. 대
 광에 재학 중이실 때 매일 12시까지 큰빛반에서 공부한 후에 기도
회를 가지면서 마음을 다잡으셨다고 들었어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
아요!
A. 과장이 많이 된 것 같고 부끄럽네요.. (웃음) 고2 때부터 가끔 점심시
간에 “모퉁이 돌” 이라는 모임에 갔어요. 서효순 선생님이 인도해주셨
는데 간식도 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한 명씩 돌아가며 앞에 나가서 한

주 동안 느낀 점, 살면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이 좋더
라고요. 거기서 친해진 친구들이랑 고3 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기
도회를 가졌어요. 고등학교 시절의 신앙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고민할 때 준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신앙 생활을 하면 정말 순
수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Q. 역
 시 힘든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네요. 그럼 지금 그런 시기를 겪고있
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A. 일단 그런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무슨 짓을 해도 단번에 해결되고 그
러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 시기를 무사히 버텨내겠다 하는 의
지로 꿋꿋이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못하지만 매번 친
구들 사이에 껴서 농구하고 그랬거든요. 하도 못하니까 애들이 저한테
만 나오라고.. 흠흠. 어쨌든 운동을 하면 좀 풀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Q. 요
 즘,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책 꼭 봐야 할까요?
A. 누에가 뽕잎 먹듯 읽어야 하는 게 책이라고 생각해요. 고 2때까지는 문
학을 읽는 게 필수라고 봐요. 책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가벼운 문학
부터 시작하면 좀 쉬울 거에요. 고 3때는 비문학이나 교양서 등 수능
을 위해 다양한 독서가 필요해요.
Q. 역
 시 마음의 양식이란 거군요. 마지막으로 대광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A. 당연한 거지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세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
람, 외연이 넓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
각을 안 해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하면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됩
니다.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포용하는 사람이 두루두루 잘 지
낼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건 공부를 잘하고 돈 잘 벌고 이런 거랑은 관
계없는 이야기야.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Q. 요
 즘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네요.. 대광인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김하영 선배님 이야기를 잘 들었겠지? 시험 못 봤다고 남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선배님처럼 다시 도전하는
대광인이 되자고!

-김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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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의 합격비책

수시 전형으로 의대 합격한 비법 전수
고려대 의대 재학 중인 박영재 선배

성실한 학교 생활로 대학을 진학한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

적용할 수 있을만한 점

다. 이번에는 고려대 의대를 수시로 진학한 박영재 선배님의 합격 비

을 추가활동으로 진행

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물론 3학년으
로 올라 갈수록 내용이

Q. 안
 녕하세요. 선배님! 합격 비법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 주제가 조금 더 있어
보여야 하겠지만 적용

A. 안
 녕하세요 대광고 여러분들, 저는 대광고등학교 2018년도 졸업

되는 것이 그때의 교과

(70회) 박영재입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과1학년

과정이라면 아무리 간

에 재학 중입니다. 고려대가 대광고등학교랑 매우 가깝다보니까 6

단한 활동이나 레포트

년째 같은 학교를 다니는 기분도 가끔 들기는 하네요.

더라도 만들어보는 것이

박영재 선배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고 유치하다고 생각
Q. 어
 떻게 대광에 들어오게 되셨나요?

하는 것을 면접관들은 흥미롭게 질문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각자 원

A. 저
 는 과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진 후에 친구를 따라 대광고에 지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길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대광

을 하게 되었죠. 반나절 사이의 선택이 제 고등학교 인생과 진학을

고등학교는 생기부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을 확실히 밀어주는 학교

결정하고 결국 제 직업이 정해지게 되었네요. 아마 과고를 갔다면,

이고, 선생님들 열심히 도와주신다는 것은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지금의 대학에 못 들어왔을 수도...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교가 원하는 인재가 되려 하지
말고, 인재가 되면 대학교가 찾아온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Q. 정
 말 모두가 원하는 곳에 가셨잖아요. 대입 합격 비법을 여

좋겠어요.

쭤보고 싶어요.
A. 저는 수시로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수시는 1학년 때부터 생
기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학년 탐색-2학년 구체화-3

Q.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 같아요.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
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학년 발전'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생기부의 컨셉을 맞춰나가는 것

A. 고
 등학생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인생에서 제일 재미있을 때지만

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기부 멘토링을 진행할 때는 Big5를

가장 힘들고, 가장 많이 웃었던 때지만 정말 많이 울었을 때고, 가

제시해요. 1. 성적 2. 세특 3. 봉사 4. 수상 5. 동아리 활동 이렇게

끔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라 하면 절대 돌아가기 싫고, 가장 성장

5가지입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컨셉입니

하는 때지만 가장 후회가 남는 때이기도 해요.

다. 입학사정관, 즉, 심사를 하는 대학교에서도 고등학생이 너무

여
 러분들이 이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고등학교 생활이

전문적이거나 양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되길 바랍니다. 저희 할머니도 이번에 중학교를 졸업하셨는데요.

고
 등학생 수준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의 탐색, 구체화, 발전에

저에게 고등학생 때 해주신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아직까지 제 삶의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 되

모토가 되고 있어요. '자기 나이에서 특별한 것을 해서 얻는 기쁨보

고, 초등학교 중학생 때처럼 무작정 양만 늘렸다가는 나중에 면접

다 자기 나이에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해서 얻는 후회가 더 크다.' 혹

준비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알맹이는 없고 빈 껍질만 있는 생기부

시 의대에 진학하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인스타 geni_park

를 만나게 되실 거에요.

로 DM 주시면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알려드릴게요~

이
 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안되실 테니까 제가 썼던 1, 2장짜리
레포트들의 예를 말씀드리면 '확률을 이용하여 sk 투수가 스트라이
크를 던질 확률 구하기', '명나라 시대의 의학', '구기 종목에서의 물
리의 적용' 이런 것처럼 단순하지만 교과 과정에서 제 전공분야에

Q. 와! 감사합니다. 선배님!! 항상 건강하세요!!!!
- 성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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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뉴스 칭찬/신문반 Flex / 대광을 빛낸 추양대광인상

격하게 칭찬합니다.
대광에서 솔솔 들려오는 미담! 오늘의 주인공은 1학년 10반 송유석 학생입니다! 송유석 학생은
아침에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학교를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계단
에서 많은 짐을 들고 계셨죠. 학생들은 보기만 하고 휙휙~ 지나가는 상황. 송유석 학생은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님께 다가가 “제가 도와드릴까요?”라고 여쭈었습니다. 아주머님은 괜찮다고 하셨
지만, “도와준다고 말한 학생이 너밖에 없었다.”며 매우 고마워하셨대요. 그러시고는 아주머님께
서 유석 학생의 반 전체에 초코파이를 하나씩 돌리셨습니
송유석 1학년 10반

다!!! 따뜻한 말, 한 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감동이 되어 되돌
아오는 이 훈훈한 모습! 여러분, 우리도 상대를 배려하는 따
뜻한 말, 한 마디~ 잊지 말기로 해요. 송유석 학생, 격하게 칭
찬합니다!!!

- 박찬혁 기자 -

큰빛 기자단 Flex
성정현 편집부장
유재혁 선임기자

매일매일이 즐거운 대광이기를...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연히
사랑하던 그 날이 올 때까지....

김태겸 선임기자

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최형준 선임기자

놓쳤던 선배님들의 인터뷰를 꼭 쓰고 싶다!

김준호 선임기자

코로나 땜에 학교를 못 가도 보람찬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다.

한승지 선임기자

진인사대천명!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양유찬 선임기자

플랙스 - 언택트 코리아 언택트 신문부.

한동훈선임기자

지금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형님들.

박찬욱 견습기자

	진짜인 듯 가까인 듯, 모든 것이 헷갈리는 세상 속에서 혜안을
갖고 길을 찾는다.

임성빈 견습기자

다음 인터뷰는 마스크를 벗고 만날 수 있기를!

천현준 견습기자

초록우산에서 선택한 보건동아리, 너무 자랑스럽다!

이도훈 견습기자

진로 고민이 있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해결책.

•발행인 : 교장 김철경 •발행처 : 대광고등학교 •지도 : 교사 조주희 •기사·사진 : 신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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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장기근속
교직원

20년

근속

10년

근속

김영우 (高)

근속

이명수 (高)

조주희 (高)

대광학원 개교 73주년 기념
제49회 秋陽 大光人賞(대광을 빛낸 同門賞) 수상자
목회 교육

정치 사회
학력

• 고려대 병설 의기대 임상병리학과 졸업
• UCLA Anderson School EMP 수료

학력

• 육군사관학교 졸업
• 연세대 토목공학 석사

주요
경력

• (現)Giant Marketing Inc. Chairman
• (現)JC SALES Chairman
• (現)Wester Gourmet Inc. Chairman
• (前)학교법인 대광학원 이사

주요
경력

• (現)국방시설본부장
• (前)1군 사령부 공병부장
• (前)합참 공병작전과장
• (前)제 1115공병 단장

심현식

前 대광학원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장학금과
시설지원, 법인운영 등에 많은 재정적인 도움으로
학교 운영에 헌신함.

대광고 25회(1973)

정해성

재계 경영
학력

•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 Univ. of Colorado MBA

주요
경력

• (現)(주)씨에스 대표이사(부회장)
• (前)(주)이노웨이브 대표이사
• (前)미국 Bank of Hope 서울사무소장
• (前)장기신용은행 전략기획팀장

최규백

現 육군 소장으로 국방시설본부장에 재직하며,
병영체험과 학생 진로지도에 공헌하는 등 본교를
위해 헌신함.

대광고 36회(1984)

손대권

학력

• 육군사관학교 졸업
• 한양대 환경공학 석사
• 인하대 물류경영학 석사
• 서울대 공과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주요
경력

• (現)51사단장
• (前)육군본부 군수기획차장
• (前)2작전사령부 군수처장
• (前)8기보사단 21기보여단장

대광고 38회(1986)

現 육국 소장으로 51사단장에 재직하며, 병영체험과
학생 진로지도에 공헌하는 등 본교를 위해 헌신함.

現 (주)씨에스 대표 이사로 재직하며 대광 동문의
위상을 떨치고,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에 크게
기여함.

대광고 27회(1975)

학력

• 성균관대 건축학과 졸업

주요
경력

• (現)시티관리(주) 대표이사
• (前)삼성물산(삼성건설) 재직
• (前)대광초등학교 초대동문회장
• (前)대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前 본교 운영위원장과 초대 동문회장을 역임하며
본교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헌신함.

주효권

대광초 3회(1972)

과학 기술
학력

• 국민대 기계공학과 졸업
• 연세대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주요
경력

• (現)(주)지 앤 회장
• (前)(주)지 앤 대표이사
• (前)고려전자 공장장
• (前)대한체육회 감독(요트)

이희원

대광고 26회(1974) 비 고

문화 예술
학력
주요
경력

김진덕

대광고 29회(1977) 비 고

• 인덕대 도안과 졸업
• 중부대 인쇄미디어학과 졸업

학력

• (現)한그리아(주) 글꼴개발사업부 대표
• (現)브랜딩그룹(주) 이사
• (前)더폰트그룹(주)크리에티브디렉터
• (前)(주)아이빛 대표이사
• “추양 한경직 서체” 개발
현재 한그리아(주) 글꼴사업부 대표로 본교 설립자
한경직 목사의 이름을 딴 ‘추양 한경직 서체’를
개발하는 등 본교의 위상을 높임.

주요
경력

최원태

대광중 49회(2000)
대광고 56회(2004)

비고

• 2011 대통령표창
現 (주)지 앤 회장으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부품 개발 등을 통해
본교의 위상을 높임.

•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석사
• Univ. of California, Berkeley
컴퓨터공학과 박사
• (現)Google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 국제학술논문 대표저자 4편

대광초·중·고와 미국 UC Berkeley대를 거쳐
Google사 엔지니어로 활동하며 국제학술 논문을
쓰는 등 본교의 위상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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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뉴스 개교 73주년 기념 예식

개교 73주년 기념 예식
인도 : 우수호 목사
• 예배의 부름··············································································인도자
• 애 국 가················································································ 일어서서
• 찬 송 가····························· 502장(1절)·······································다같이
• 기 도············································································ 김충렬 목사(高)  
• 성경봉독························· 마태복음 28:20························· 용석범 목사(中)
• 설 교······························ 배우고 가르치며 ··················· 이사장 김운성 목사
• 기 념 사········································································ 김철경 교장(高)
•표창
① 교직원 근속상···························································· 김운성 이사장
② 추양 대광인상·······························김철경(高)/윤영선(中)/이영임(初) 교장
③ 꽃다발 및 기념품 증정····························································맡은이

•답사
① 근속상 수상자 대표····················································· 김영우 교사(高)
② 추양 대광인상 수상자 대표···································· 최규백(高 27회) 동문

• 축 사···························································· 발전재단이사장 김의광 동문
대광총동창회장 박신환 동문

• 광 고·······················································································인도자
• 교 가 제 창············································································ 일어서서
• 축 도······································································· 이사장 김운성 목사
• 개교 73주년 기념 온라인 연합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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