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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외국어고등학교장

김 희 선 

본교는 1984년 국제화 시대에 미래 한국의 주역이 될 창의

적 인재 육성을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외

국어고등학교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외국어 학과를 설치하

여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영

어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외국어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Educare!

대일외국어고등학교가 교육에 임하는 기본 신념입니다. 

학생 개개인을 자신의 자녀처럼 사랑으로 세심하게 보살피

는 교육적 열정과 최고의 실력을 겸비한 교사진이 365일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체

계적으로 제공하여 사교육 도움 없이 학교 내에서 자기주

도적인 수월성 맞춤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 동문이 교육 공동체로서 깊은 

유대감을 갖고 협력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바른 인성

과 창의성을 지닌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

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외국어고등학교 맞춤형 교육으로 일군 최상의 ‘Output’
1984년에 개교한 우리 학교는 대한민국 외고 1호로서, ‘아름다운 꿈, 높

은 이상’ 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국제화 시대에 미래 한국의 주역이 

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 인근에 북한

산 국립공원이 있어 서울에서 청정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

한 학교 주변은 유해한 곳이 없는 환경이기에 학교로서 최적의 입지 조

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사교육기관이 발달한 지역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력향

상 및 자기주도학습을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학교 주관 교육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Education for Humanity  인성교육 

자율과 책임, 민족과 인류에 대한 봉사를 실천하는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합니다. 우정 나눔 캠프 및 리더십 

트레이닝, 해외 문화 탐방과 국내 . 외 봉사활동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따뜻한 성품을 지닌 인재가 되도록 인성교육에 힘

쓰고 있습니다. 

Education for Creativity  창의성교육

학생 개개인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60여 개의 특기적성 동아리와 진로

학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대일외고 학생들은 진로탐색·학술 탐

구에서부터 문학, 예술, 체육, 봉사, 취미, 교양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

이고 진지한 진로 설계와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

한 자기 계발과 자아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Education for Globalization  국제화교육

국내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갖춘 대일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전문적

이고 체계적인 세계 인재양성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

교 내 외국어 상용화구역(F.O.Z)을 설정하여 외국어 구사능력을 신장

하고 소수 학생 단위로 원어민 회화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전공어 학회 및 학술동아리활동을 통해 각종 탐구활동 보고서를 작

성함으로써 심화된 전문 지식을 쌓게 하고, 다양한 학문과 문화에 대

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대일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를 이끌어가는 유능한 인재를 기르

고 있습니다.

학교장 인사말 학교 소개

학교 교육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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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안내

-  보통교과 (108단위) + 전문교과Ⅰ (72단위) +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 = 총 204단위

-  전문교과Ⅰ (72단위) = 전공외국어 (44단위) + 선택외국어 (28단위)

학과 소개 
전공어 프랑스어 인증 : DELF / 선택어 영어 인증 : TEPS, TOEFL, TOEIC

풍요로운 문화와 독창적인 예술, 그리고 첨단 과학 기술로 유명한 프랑스. 국제기구의 공식어로 사용되는 프랑스어

는 아름다운 발음으로도 유명합니다. 프랑스어과에서는 원어민과의 회화 수업을 통해 생생한 프랑스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과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프랑스어과 French

전공어 독일어 인증 : ZD / 선택어 영어 인증 : TEPS, TOEFL, TOEIC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유럽연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독일. 독일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

하는 언어로서 모든 학문과 문화적 영역에서 그 밑바탕을 이루는 학술어입니다. 독일어를 배우는 것은 철학, 문학, 

법학, 의학, 역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독일 문화의 숨결을 느끼는 지름길입니다.

독일어과 German

전공어 일본어 인증 : JLPT / 선택어 영어 인증 : TEPS, TOEFL, TOEIC

독창적인 문화와 예술적인 전통을 바탕으로 한 경제대국 일본. 동북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요즘, 일본어의 효용성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와 국내 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이러

한 사회적 수요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일본과의 교류에 대비하고 국제 사회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어과 Japanese

전공어 중국어 인증 : 新HSK / 선택어 영어 인증 : TEPS, TOEFL, TOEIC

동양문화 뿐 아니라 세계문화의 중심이 되어온 나라 중국. 최근 과감한 개방 정책으로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우리

나라의 주요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5이 사용하는 중국어는 글로벌 시대 리더를 꿈꾸는 학생이 

꼭 배워야 할 언어입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중국어 수업을 통해 세계 문화의 중심에서 빛나는 창의적 인재를 기

르고자 합니다.

중국어과 Chinese

전공어 스페인어 인증 : DELE / 선택어 영어 인증 : TEPS, TOEFL, TOEIC

전 세계 19개국의 모국어인 스페인어는 숨겨진 보물 같은 세계어입니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공용어로 채택한 언

어이며, 외교, 통상, 문화 등 국제 교류 활동에서의 사용이 보편화된 언어입니다. 배우기 쉽고 실용적이며 아름다운 

스페인어 구사 능력으로 세계로 뻗는 꿈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어과 Spanish

전공어 러시아어 인증 : TORFL / 선택어 영어 인증 : TEPS, TOEFL, TOEIC

정치, 문화, 예술의 대국 러시아. 러시아어는 러시아 내의 여러 민족뿐 아니라, 유럽 여러 민족과 유럽에서 제1외

국어로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러시아어는 드넓은 대륙만큼이나 많은 잠재력을 지닌 언어입니다. 러시아어과에서

는 러시아와 러시아인의 문화적 배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높은 수준의 러시아어 구사 능력을 연마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러시아어과 Russian

전공어 영어 인증 : TEPS, TOEFL, TOEIC / 선택어 스페인어 인증 : DELE 

전 세계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필수적인 영어를 사용하는 능력은 글로벌 시대의 인재가 꼭 갖춰야 할 조건입

니다. 영어과에서는 회화, 독해, 청해, 영미문화 등 다양하게 마련된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영어 몰입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탄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리더로의 꿈을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과 Englis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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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대회
Volunteer Contest

동교동락 프로그램
School-Community
Voluntary Services

국제 봉사 및 구호 활동
International
Voluntary Services

대일 학습 멘토단
DMA : Daeil
Mentor Association

환경 교육
Community Cleanup

- 학교 . 지역 사회 연계 봉사활동 프로그램

- 적십자 활동 (RCY) : 복지 시설 봉사 및 기부 참여

- 교육 봉사단 (Daeil Mentor) : 지역 아동 센터와 연계하여 교육 봉사 실시

- 봉사 활동에 기반을 둔 세계 시민 교육

- 학생회와 국제 봉사반 (DIVA) 및 누리 인권반을 중심으로 기부 활동, 현장 봉사 활동 전개

- 유니세프, 기아 대책, 월드 비전 등 국제 NGO 기구와 연계한 해외 봉사 활동 참여 

- 국내 주재 해외 문화원과 연계한 해외 봉사 활동 참여

- 재학생 선후배 멘토링을 통해 학습의욕 고취

- 교과학습에 관한 도움을 비롯하여 고등학교 생활에 관한 조언을 통해 알찬 고등학교

   생활 설계 협력 

- 학교 주변 지역의 환경 정화 활동 연중 실시

- 친환경 교육 및 캠페인 활동에 참가

- 환경 정화와 학급 자치 활동을 연계하여 지역 사회의 환경 개선에 도움 모색

 활 동  내 용

HOPEN (Hope+Pen)  교우들로부터 쓰지 않는 필기구를 기부 받아 어려운 국가에 기부

 한톨 나눔 축제  세계 기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사에 참여

 유니세프 기부 운동  학교 종합 예술제 때 물품 판매로 얻은 수익금을 유니세프(Unicef)에 기부 

 난민 교육 지원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교육 위원회 (ADRF)와 함께 난민 지역 아동 교육 지원

 World Vision
 ① 세계 시민 교육 수료 후,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운동 동참

 ② 빈곤국 아동과 한 학급이 결연을 맺어 정기적 후원, 정서적 교류 실시

- 봉사 활동 현장을 통한 인성 교육

- 자발성, 지속성, 진정성, 지역 사회 공헌도 등 활동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

- 봉사 활동 우수 사례를 통해 건전한 삶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나눔의 의미를 체험

학교 프로그램 D evotion(봉사) 이웃과 세계를 아우르는 대일외고

우리 학교는 학교 내에서 대학 진학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의 수시와 정시 전

형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교육이 아닌 학교내 프로그램에 대

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다른 외고에 비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

습니다.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선택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와 전공어 자격증, 국내외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학술동아리 활동과 학생 자치활동 및 특별활

동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은 어느 학교나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차별화 시키는 

것은 선생님에 의한 완성도입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을 뜻

하는 ‘Education’에 보살핌이 더해진 ‘Educare’ 를 모토로 하여 정

성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대하십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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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테마여행
해외문화탐방 

Art & Sports 교육
Art and Sports Education

대일진로설계 프로그램
Daeil Career Search Program

대일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Daeil College Admissions
Consulting Service

대일한마당
Daeil Sports Day

Culture Exchange

학생 정보 관리 시스템
SIMS : Studen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실시간 성적 평가 시스템
Real Time Test Score Feedback

- 현장 중심의 진로탐색, 직업체험활동

- 명사 초청 강연을 통한 직업 탐구 및 글로벌 인재 교육

- 현장 견학형 진로 탐색 프로그램 시행 (대학, 관공서, 기업체, 문화 기관 등)

- 동문 멘토를 활용한 ‘동문 직업인과의 만남’,  ‘동문 대학생 선배와의 만남’ 행사 실시

-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운영하는 교내 체육대회

- 대일 한마당의 각종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자치 활동 능력 신장

- 화합과 협동을 통한 대일외고인의 긍지와 자부심 함양

- 민주적인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과정을 통한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배양

- 주제에 맞는 다양한 국내·외 문화 체험

- 전공어를 직접 활용하고 외국인들과 소통하며 실제 쓰임새를 배움

- 고교 결연 및 대학 탐방을 통해 청소년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해외 교육환경을 경험

대일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Daeil Global
Leadership Program

- 리더의 핵심역량인 소통능력과 갈등극복능력을 강화

- 글로벌리더의 IT 소양교육을 통한 리더의 역량과 전문성 신장  

- 리더십캠프 (Leadership Camp) 

   ● 대자연 속에서의 활동을 통해 정서를 순화하고 심신을 단련

   ● 공동체 생활을 통한 리더십과 협동심 함양

   ● 다양한 활동에서 리더와 협력자의 역할을 체험하여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

- 진로 의식 및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학년별, 주제별 설명회 운영

-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대입 전형 요강으로 바라본 교육 목표 및 중단기 교육 방법 안내

- 30년간 체계화된 진학 노하우를 데이터화한 학생 개인별 맞춤 진학정보시스템

- 학생의 입학 자료부터 각종 자격증, 경시대회 수상, 내신 및 모의고사 성적 등의 자료를 

    구축하여 진학 컨설팅 실시

- 모든 시험은 시행 당일 채점과 분석을 통해 온라인으로 즉각적인 피드백 실시

A im(목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대일외고 E nthusiasm(열정) 온 마음으로 품는 열정

대일한마당

종합예술제
Daeil Festival

가. 음악 생활화 교육 : 1인 2악기 교육, 영어 뮤지컬 

   ● 1인 2악기 (색소폰, 우쿨렐레) 연주 활동을 통한 음악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 계발

   ● 영어 뮤지컬, 합창 등 팀 프로젝트 활동 진행 
 

나. 토요스포츠클럽 (Sports Club) 

   ● 매주 토요일을 활용한 체육 활동 

   ● 축구, 야구, 배드민턴, 요가, 탁구, 농구, 피구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클럽 구성 및 운영

   ● 스포츠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학습 집중력 도모

- 동아리별로 활동 결과를 소개하는 대일인의 문화공동체 화합의 무대

- 오케스트라, 합창, 연극, 풍물 등 다양한 발표회 진행

종합예술제 뮤지컬 발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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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로 학술 동아리 (Academic Club) 활동 및 보고서 발표 대회

     ● 진로 탐색 및 주제 연구를 통해 전공소양 및 구술·면접 관련 대비

     ●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지속적,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기초 소양 습득 및 희망 전공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진로 학술 보고서 발표 대회와 학술 심포지움을 통해 동아리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진로 학술 보고서 발표 및  우수작 시상

진로 학술 동아리

동아리명 관련 학과 동아리명 관련 학과

독일문화연구반 독어독문, 독어교육, 서양사학  철학연구반  철학, 미학, 종교학, 윤리교육

러시아문화연구반 노어노문, 서양사학  문화예술연구반
 (생활)디자인, 의류환경, 미술, 테크노아트, 미학, 연극영화학, 기타

 대중문화/예술분야

프랑스문화연구반 불어불문, 불어교육, 서양사학  경제연구반  경영, 경제, 농 . 경제, 소비자아동, 회계학, 통계학

스페인문화연구반 서어서문, 서양사학  사회과학연구반  정치외교, 심리학, 행정학, 인류학, 사회복지, 사회학, 사회교육, 문헌정보

일본문화연구반 일어일문, 동양사학, 아시아언어문명  융합학문연구반 자유전공학부

언어연구반 언어학  교육연구반 교육학 및 기타 사범계열

영미문화연구반 영어영문, 영어교육, 서양사학  국제사회연구반 국제학부, 테크노아트학부, 아시아학부

중국문화연구반 중어중문, 아시아언어문명, 동양사학, 한문학  지리연구반 지리학, 지리교육

국문학연구반 국어국문, 국어교육  생명과학연구반 식품영양학, 간호학

역사연구반 국사학, 동양사학, 서양사학, 고고미술사학, 역사교육  수학연구반 인문 사회계열 전학과

I mprovement(자기발전) 끊임없는 자기발전
활동
구분  동아리명  활동 내용

활동
구분  동아리명  활동 내용

예능
활동

 오케스트라반 (CONCERTINO)  클래식 및 음악 연주 전문 동아리

취미
활동

 사진반(인화지) 사진 촬영 및 전시 동아리

 합창반 (BARKAROLE)  남녀 혼성 합창반  대중예술반(CANI) 만화 제작, 전시 동아리

 여성중창단반 (ATTIC)  여성 중창단  영화제작반 (D.I.C) 독립 영화 제작 동아리

 창의예술반 (PASTEL)  미술, 공예, 예술 활동 동아리

외국어 
활동

 영어뮤지컬반 (DRAMA CLUB) 뮤지컬 공연 동아리

 난타연극반 (Shaloon)  난타 연극 공연 동아리  독일어연극반 (LIEBE) 정통 독일어 연극 동아리

 연극반 (소래)  연극 공연 동아리  영자신문반 (PRESS) 영자 신문 제작반

 소리사랑반 (S.O.F.T)  록 공연 동아리  영어토론반 (LOGOS) 영어 주제 토론 활동

 풍물반 (휘모리)  풍물 동아리 

인권
보호
활동

 누리인권반 (유니콘) 국내외 인권 문제 탐구 및 캠페인 활동

 종합댄스반 (G.O)  힙합 등 댄스 공연 동아리
문화
활동

 사랑나눔반 (GALEB) 교내 예배 활동 및 미담사례 발굴 활동

 방송반 (D.F.B.S)  학교 방송 활동 및 방송물 제작  스토리텔링반 주제 연구, 탐사 및 특색활동

학예
활동

 문예학보사반  문예 활동 및 교지 편집 활동 국제
봉사
활동

 국제봉사반 (D.I.V.A) 해외 봉사 활동 동아리

 도서반 (PAPYRUS)  학교 도서관 관리 및 독서 활동

 독서토론반 (Reading Mate)  주제별 독서토론 활동
상담
활동

 심리상담반 (Duality) 또래 상담 및 심리 탐구 동아리

 생명환경반 (EUREKA)  생명과학 및 환경 보호 . 탐사 동아리 교육
봉사
활동

 교육봉사반 (D.Mentor) 교육 봉사 활동 동아리
 광고예술반 (GLAD)  광고 제작 및 탐구 동아리

특기 적성 동아리

동아리 활동
Club Activity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동아리 활동

다양한 동아리 활동은 우리 학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취미와 적성

을 살린 특기적성 동아리를 비롯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을 미리 탐색해 볼 수 있는 진로

학술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화로운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동아리 활동은 학기별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학기에는 특기적성 동아리를 통해 자신

의 정서 함양과 재능 발현에 주안점을 둔다면, 2학기에는 진로학술 동아리 활동을 통해 향

후 희망하는 진로에 관한 독서토론 및 체험과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봄으로써 관련분

야에 대한 선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가. 특기 적성 동아리 (Extracurricular Activities Club) 

   ● 전교생이 참여하는 30여개의 동아리

   ● 학생 개개인의 개성, 취미, 흥미, 특기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적성과 소질을 계발

       하고 재학생들간의 친목 도모

   ● 종합 예술제, 외부 연계 활동 준비를 통해 구성원 간 협동심, 소속감 등 고취 

진로학술보고서 발표회

대일글로벌인재

종합활동보고서 대회
Daeil Global Leader
Competition of Outstanding 
Achievement

- 학교 교육 활동을 통해 형성한 외국어 역량, 학업 역량 및 인성 소양에 대한 종합 보고서

    를 작성하고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우수자를 심사하여 시상

-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충실한 학교생활을 실천하도록 동기를 부여

- 자신의 역량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화 시대에 미래 한국

    의 주역이 될 창의적 인재로서의 역량 강화

방과후학교, 튜터링
After School Class and Tutoring

가. 방과후학교 (After School Class)

   ●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제공

   ● 교과 및 비교과형 프로그램(독서 토론 강좌, 예 . 체능 강좌, 논 . 구술 프로그램)을 개설

       하여 학생의 진로·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

   ● 국, 영, 수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뿐 아니라 주문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프로그램 개설

나. 특별 방과후학교 (Tutoring)

   ●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소그룹으로 운영

   ●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력 제고를 위하여 교과별, 수준별로 개설

   ● 학생들의 강좌 개설 신청에 의해 별도의 시간(평일 야간,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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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술 동아리 방과후학교 (진로 탐색 심화 과정)

   ● 12명 이하의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하여 학생 개개인에 대한 1:1 맞춤지도 가능

   ● 학생 개개인의 학문적 관심과 열정을 심화하고, 대학 전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설

국문학 연구의
이론과 실제

주요 이론서를 읽어 국어 국문학, 국어 교육학에 대한 소양을 넓히는 과정으로 전개됨. 문학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

학 작품을 감상, 비평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며, 국어학에 대한 지식을 넓힘. 이 과정에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정서와 주

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

역사학의 이론과 쟁점
세미나

역사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내용을 발제하여 발표하고 토론함. 역사 철학에 대하여 책을 읽고 토론함.

철학 연구의 이론과 실제

학교 교육 과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 보고서 작성, 보고서 발표 및 토론, 특강 참가 등을 통하여 철학적 

관심과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대담한 상상력에 의한 지적 모험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판단력을 배양하여 사고의 지평을 확대

하고자 함.

경제 사상 세미나 경제학 발전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경제학자를 탐구하여 그의 철학, 이론 등을 조사자가 강의식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세미나.

심층 지리 연구반 심화된 지리학 개념과 실제 생활에 나타나는 지리 현상들에 대한 내용을 읽고 정리한 다음 발표하고 토론함.

사회 과학의 이론과 실제 
(미디어의 역할 및 영향 연구)

도서,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 미디어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개념들을 이해하고 실제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해 

봄으로써 연구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창의적 사고력을 함양함.

사회 과학의 이론과 실제

사회 과학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회학, 문화 인류학, 심리학의 이론과 개념들을 습득하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설명에 

있어 개별 학문 영역들의 통섭적인 접근을 시도함. 다양한 현상들에 대하여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관점을 인정

하고 수용하는 실천적 사회 과학 연구 자세를 함양함.

사회 과학의 이론과 실제
(정치외교)

다양한 매체 및 현상들을 활용하여 정치 및 외교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개념들을 이해하고 실제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를 고찰해 봄으로써 연구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창의적 사고력을 함양함.

교육 연구의 
이론과 실제

순수 학문으로 차별화된 교육학의 개념과 이론들을 체득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학교 중심의 상식적 교육관을 반성적으로 해체한다.

- 학문의 특성과 교육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조건을 이해한다.

- 교육에 대한 순수 학문적, 이론적 체험 구조를 형성한다.

중국어 연구의
이론과 실제

중국의 언어, 정치, 경제, 문화, 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관련 서적과 논문을 읽으며 심도 있게 연구하고 토론함. 또한 중국 

신문 읽기를 통해 중국어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재 중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토론하며 중국과 중국인을 이해

함. 학생 개인별로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심화 탐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러시아 사회 문화 연구반
시사 자료와 문학 작품을 통해 러시아의 역사와 현대의 상황을 살핌. 특히, 현재의 러시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희망하는 전공과 진로에 적용하고 응용,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생명 과학의 
이론과 실제

생명 과학에 관련된 책을 읽으며, 현재의 주요 논제들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고 토론함. 이를 통해 생명 과학의 발전 방향과 그 

흐름을 이해하고 안목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함.

진로 탐색 심화 과정명 활동 내용

독일 소설의
감상과 토론

독일 주요 소설을 읽고 독서 토론 및 독일 문학에 대한 기본 소양에 대한 강의를 하여 독일 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프랑스어 연구의
이론과 실제

전공 관련 전문 지식 습득 위주의 연구 과정으로 학생들의 학업 동기 및 진로 탐색 기회를 부여함.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를 구

성, 연구 내용의 내재화를 통해 만족도를 고취시키며, 다양한 주제를 통해 문학, 역사, 문화의 구체적 고찰 기회를 부여하되, 한

국과의 비교 고찰을 통해 문화 상호적 관점을 체득하도록 함.

스페인어와 스페인어권
문화 연구의
이론과 실제

스페인 개관부터 스페인어, 스페인 역사, 지역주의, 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 서적 및 논문 등의 자료들을 읽으며 심화 

연구함. 꾸준히 스페인, 중남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사를 찾아 읽고 토론하며 그 사회에서 일어난 전반적인 상황을 여러 각

도에서 조명해 봄. 또한 학생 개인별로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 연구 목표를 향해 지속해서 심화 탐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융합 학문의
이론과 실제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융합 시도를 정리, 비교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통섭’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함. 나아가 개인별로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하여 심화 탐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언어학의
연구와 응용

Fromkin의 Introduction to Lanuguage 원서와 다양한 언어학 관련 서적을 동아리 회원들이 각자 읽고 내용을 발표하면서 중

요 언어학적 개념을 토론하고 연습 문제를 풀면서 미래 언어학자로서의 자질을 키워감.

영어 연계 학문의
이론과 실제

영어와 관련된 학문인 영미 문학, 영어학, 영어 교육에 대한 영어 원서를 발췌하여 읽고 관련 주제에 대해 토의를 함으로써 관련 

학문에 관한 배경 지식 습득 및 사고력을 확장함.

진로 탐색 심화 과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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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외국어 중점 교육 
Intensive Foreign
Language Education

외국어 사용

전용 구역 운영
F.O.Z :
Foreign Languages Only Zone

학생 자기주도활동
소그룹활동

Self-directed Group Activity

- 그룹스터디 및 팀프로젝트 형태의 교실 교과 수업과 연계된 심화 독서, 토론, 탐구 소그룹 활동

- 자기주도적인 소그룹활동을 통한 자발적 활동 능력 계발

- 공동의 관심 주제를 함께 하는 교우들과의 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

독서 교육
Self-directed Reading Education

- 독서 노트를 이용한 자기 주도적 독서 활동의 생활화 유도

-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 독서 계획을 수립하여 독서활동계획서를 작성·제출

- 독서 경시 대회 및 독서 인증제를 실시하여 체계적 관리와 지도 전개

신문 활용 교육
NIE : Newspaper
in Education

- 우리말 신문과 영자 신문 읽기를 통한 언어 교육과 분석적, 비판적 사고 능력의 개발 중점

- 우리말 또는 영자 신문 사설과 칼럼 유인물, 신문 보면대를 통해 매주 사회 이슈를 접하

   고 내용을 정리

- NIE 노트를 활용한 교육 활동 우수 학생 시상  

특화된 외국어교육

우리 학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외국어교육을 위해 학교 내 외국어 상용화 구역인 F.0.Z.(Foreign Languages Only Zone)를 설정

하여 교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소수 학생 단위로 원어민 회화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정규 수업시간을 통해 해당 언어권 문화, 문학 관련 자료를 원어로 읽는 것은 물론, 튜터링 · AP · 미드 연구반 등 외국어

와 관련된 다양한 선택과정을 두어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

해 speech contest, essay contest와 같은 교내대회를 두어 향후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는 글로벌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있는 전공어 합창대회와 영어 연극 대회인 skit contest 등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잠재력과 재주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그밖에도 DDC(영어토론), DMUN(모의유엔)을 통해 시사

분야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자신의 논리적 의사표현력과 영어구사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펼쳐 보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학

생들의 기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전공 외국어 문화 탐구 활동 보고서 발표 대회(Foreign Language Cultural Presentation Contest)

    ● 독서를 통해 전공 외국어와 그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한 지적 탐구 

        및 진로 탐색 경험의 기회를 제공

나. 전공 외국어 경시 대회(Foreign Language Contest)

    ● 전공 외국어 심화 학습을 장려하고 유창한 전공어 사용 능력을 기르는 계기를 제공

    ● 전공 외국어 독해 능력 및 표현 능력의 양적, 질적 측면을 신장시킴으로써 수준 높은

        전공어 활용 능력 습득

다. 전공 외국어 시 낭송 . 구연 대회(Foreign Language Poetry Contest)

    ● 시를 읽고 낭송하는 기회를 통해 문학적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능력과 표현력의 향상 도모

라. 전공 외국어 합창 대회(Language Fair)

    ● 학생들의 외국어 사용 능력 향상 및 전공 외국어에 대한 관심도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 향상

- 국내 최초 교내 외국어 상용화 구역(F.O.Z.)을 신설 

-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

- 구역 내 외국어 사용을 의무화하여 외국어 활용 기회 확대 및 구사 능력 신장

- 독서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한 전공 외국어 습득 및 해당 언어권 문화를 이해할 수 있 

    는 기회 제공

- 실질적인 언어 사용 능력과 풍부한 문화적 이해도를 갖춘 글로벌 리더 양성

L anguage Study(외국어교육)

영어와 전공 외국어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프랑스어 시낭송 Language Fai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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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어 말하기와 쓰기 대회 (English Speech and Essay Contest)

    ● 다양한 주제에 대해 영어로 말하고 씀으로써 글로벌 인재로서의 기본 능력 함양

    ● 교내 영어 말하기와 쓰기 대회를 통해 교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도록 유도

    ● 영어 말하기 대회(Speech Contest) / 영어 연극 대회(Skit Contest) / 

        영어 에세이 쓰기 대회(Essay Contest)

나. 모의 유엔 대회 (Daeil Model United Nations) 

    ● 각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단을 구성하고 안건을 선정하여 모의 유엔 회의 진행

    ● 유엔 회의 진행 방법을 배우고 국제회의 규칙과 국가 간 이해를 조정하는 방법 숙지

    ● 유엔 결의안 제정 과정의 참여를 통한 토론 방법 숙지 및 국제 현안에 대한 안목과 이해 증진

다. 영어 토론 대회 (Daeil Debate Championship) 

    ● 의회 토론 방식으로 진행

    ● 논리적인 영어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 영어 실력을 증진

    ● 국제 시사 상식에 대한 조사와 탐구를 통해 현안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는 기회 제공

라. 영어 경시 대회 (Daeil Word Power Championship) 

    ● 학년 초에 단어 선정 및 발표, 8월에 경시대회를 시행하여 우수 학생 시상

    ● 체계적 학습에 의한 단어 암기를 통해 독해 능력 및 표현 능력과 관련된 어휘력 신장

    ● 풍부한 어휘력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영어 구사 능력 신장

-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 외국 자매 학교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국제적 감각

   을 지닌 인재를 양성

- 회화 실력 향상에 중점

- 실생활의 모습을 반영한 생생한 영상을 통해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외국어를 학습

- 개인의 수준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진행

- 평화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및 국제 이해 교육 실현

- 국제 교류 : 협동 학교 간의 자매결연 및 교환 방문, 해외 펜팔

- 미국 College Board로부터 승인 받아 국제공인 AP 시험을 관리 운영

S.K.I.T

영어 관련 교내 대회 
Intramural English Contest

국제교류활동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AP Test Center 운영 
AP Test Center Administration

온라인 방과후학교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Online Supplemental
Foreign Language
Learning Program

유네스코 협동학교
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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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외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 

<우수학교 선정> 
2014년, 2015년, 2016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프로그램 운영 점검 결과>
이 학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우수한 프로그램이 매년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지속성과 신뢰성이 높음. 

-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educare’를 교육의 목표로 하여, “교문을 들어오는 학생은 다 우리의 자녀다.” 라는 생각으로 

   열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높고 적극적임. 

<학교교육연구실 3482 (2016.11.07) 한국교육개발원>

우리 학교는 사회통합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및 맞춤형 프

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 적응 및 추수 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

니다. 학비 보조 등 경제적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생활 및 학습 

멘토링, 학업 결손 보완 방과후학교 수강 지원, 수준별로 진행하는 

소수학생 그룹지도(Tutoring) 지원을 비롯하여 필요 시 전문 상담가 

초빙을 통한 상담 지원, 진로 진학지도 지원 등 학교생활 적응 및 교

과 . 비교과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가 낙인 효과, 소외감 등을 느끼지 않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

도록 보살피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케어 시스템 “3년 연속 사회통합프로그램 최우수학교 선정”

문화 체험 프로그램 - 양질의 문화컨텐츠를 접할 기회 제공

- 음악, 미술, 체육 관련 프로그램 개설

- 각종 전시회나 박물관, 공연 등을 관람

맞춤형 학습지도
프로그램

동문 연계 학습
멘토링제

동문 연계
진로 멘토링제

- 맞춤형 학습지도로 학습능력 향상

- 국어, 수학, 외국어 등 학생 요청 강좌 개설

- 강좌당 인원은 최소 5명에서, 최대 10명 이내

- 본교 출신 동문의 맞춤형 학습지도

- 멘토는 현재 대학 재학 중인 대학생 중 선발

- 교과 중심의 맞춤형 학습지도

- 전문직업인 및 대학생과의 만남을 통해 진로탐색지도

- 본교 출신 전문직업인과 대학 재학생을 초청하여 멘토로 위촉

- 학생과의 개인별 상호 연락체계를 갖추어 상시 진로상담 실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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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고등학교 중 최고 수준의 장학금 지급

구 분 내 용 금 액 (원)

학교비

대일한마음장학금 25,000,000

성적우수장학금 105,168,000

저소득층자녀장학금 37,560,000

학생회장단장학금 11,268,000

소 계 178,996,000

교사장학금 16,801,171

학교발전기금 23,396,899

합  계 219,194,070

진학전문
컨설턴트제

대일 한마음
장학 프로그램

대일외고 장학금 예산
(2017학년도 기준) 

- 대학 입시전형에 대한 맞춤형 진학지도

-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위촉하여 개인별 상담 실시

- 다양한 대학 입시전형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지도 실시

- 사회통합전형 신입생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학생 50%에게 연간 1,000,000원 장학금 지급

- 사회통합전형 재학생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학생 50%에게 학기별 500,000원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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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기숙사(D-Dorm Academy)를 운영하여 장거리에 있는 

학생들도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

년 개관한 이래로 전인교유의 요람으로 성장한 D-Dorm Academy

는 160여명 수용 가능한 최고 시설의 선택형 기숙사로서, 단순히 숙

식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주 7일 하루 24시간 상주하는 지도교사

가 학생들을 안전하고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므로 학업성취도를 높이

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통학거리를 단축하여 학습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물

론, 철저한 생활습관 관리를 통하여 체력증진과 학업능력 향상에 도

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동기 및 선후배 간의 교류가 왕성

하므로 폭넓은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스스로 해

결해야 하므로 독립적인 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D-Dorm Academy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교육의 장으로써 높은 이상과 꿈을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교육 환경

시설 개요 내 용

면 적 1,600평

층별 구성

1층

2층

3층

남학생용 10개 호실

여학생용  7개 호실

여학생용 19개 호실

자기주도학습실 160석

수용 인원

4(3)인실 27(1)실 111명

6인실 8실 48명

소 계 36실 159명

기숙사
D-DORM Academy

가. 면학 및 취침 분위기 완성 

    ● 등·하교 시간 단축에 의한 학습시간 확보 

    ● 야간 80분(22시40분~24시) 자기주도학습 지도 강화 

    ●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업 동기 유발 가능

    ● 규칙적인 생활을 통한 학업 습관 형성에 도움(새벽1시 호실 소등)

    ● 호실 내 인터넷 사용 금지 → 공용 랜선실 사용(인터넷 강의)  

나. 편리하고 쾌적한 최신 시설의 기숙사

    ● 개별화장실(비데 설치), 2인당 1개 세면대 및 샤워기

    ● 넓은 Room과 개인별 일체형 책상&침대

    ● 자기주도 학습실, 랜선실 및 독서실(남/녀), 휴게실, 공용컴퓨터실

    ● 개별 Room 청소 서비스 및 패드 세탁 서비스

- 160여명 수용 가능한 최고 시설의 선택형 기숙사 

- 생활지도교사가 24시간 상주하는 365일 운영 시스템 

- 생활 관리를 통한 체력 및 학업능력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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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School Bus

학년별 인터넷

강의실 운영
Online Lecture Room

은평 - 뉴타운 방면 노선

장안동 - 답십리 방면 노선

광흥창 - 홍은 방면 노선

응봉 - 마장 방면 노선

이촌 - 마포 방면 노선

화양 - 약수 방면 노선

서울 전역을 운행하여 등하교의 편의성 제공

도봉 - 방학 - 우이 방면 노선

쌍문 - 우이 방면 노선

중계 - 수유 방면 노선

중계 - 번동 방면 노선

녹천 - 번동 방면 노선

공릉 - 중화 방면 노선

공릉 - 신이문 방면 노선

하계 - 석계 방면 노선

수락 - 중계 방면 노선

상계 - 중계 방면 노선

면목 - 신내 방면 노선

갈현 - 불광 방면 노선

가좌 - 녹번 방면 노선

망원 - 증산 방면 노선

연중 무휴 급식실 운영

- 각 실 당 30여대의 컴퓨터 설치

- 교내에서 인터넷 강의 수강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시간 관리 가능

- 650여명이 동시에 이용 가능한 대규모 식당

- 체력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건강한 식단 관리 및 운영

- 주 7일 조·중·석식 모두 급식이 가능하여 언제든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제공

    (공휴일 포함하여 연중 운영)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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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현황

우리학교는 1984년에 대한민국 1호 외고로 개교한 이래로 지난 

35년간 17,200여명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왔으며, ‘바른 인성

과 실력을 갖춘 품격 있는 글로벌 인재의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건강한 심신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대학 입시 결과에서, 장

기적으로는 사회 각 분야 동문들의 지속적이고 인상적인 활동에

서 괄목할만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2년 이화여대 전체 수석으로 입학한 정유희 동문(프랑스어

과 6기)을 시작으로, 1994년에는 박찬익 동문(독일어과 8기)이, 

2001년에는 김문수 동문(영어과 15기)이 수능 인문계 전국 수석

을 차지하여 동문의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경

찰대학 제25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전체 수석에게 주는 영예의 

대통령상을 조은별 동문(중국어과 19기)이 수상하여 경찰대학 

역사상 7번째 여자 수석 졸업자가 되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도 대일외고 출신의 졸업생들은 두각을 나타

내고 있습니다. 

다수의 동문이 매년 입법고시, 사법고시 및 공인회계사 시험 등

에 합격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0년 제16회 입

법고등고시에서 최연소이자 전체수석의 영예까지 거머쥔 황종

휴 동문(독일어과 9기)은 같은 해인 제44회 행정고등고시(재경

직)에도 합격해 두 번에 걸쳐 국가고시에 합격하는 실력을 과시

한 바 있으며, 2013년 제19회 행정고시에서 임상준 동문(독일어

과 25기) 역시 최연소로 합격하여 국가공무원으로서 첫 발을 내

딛게 되었습니다. 

사법고시 역시 다수의 합격자가 배출되었는데, 외국어고등학교 

출신 최초로 부장 판사급 법조인으로 지명된 박찬익 동문(독일

어과 8기, 법원 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을 비롯하여, 박성

호 동문(독일어과 9기,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검사 출신의 변

‘내’가 중심이 아닌 ‘우리’가 중심인 세상에서

무한 가능성의 세상과 소통하는 DAEIL LEADERS
새로운 생각으로 세상을 만드는 DAEIL LEADERS
여러분은 미래의 DAEIL LEADERS입니다. 

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민 동문(독일어과 8기) 등 다수의 동

문들이 법조계에서 공정한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

니다. 2018년 상반기 사법연수원 출신 신규검사의 출신고교 조

사에서는 대일외국어고등학교가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하

였습니다. 

방송 분야에서도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

니다. 차다혜 동문(프랑스어과 16기, KBS 아나운서)를 비롯하여 

이진 동문(독일어과 19기, MBC 아나운서) · 진달래 동문(프랑스

어과 21기, SBS sports 아나운서) · 김지원 동문(일본어과 21기, 

KBS 아나운서)이 방송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

히 김선재 동문(스페인어과 25기, SBS 아나운서)은 역대 최연소 

아나운서 합격자로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언론 경제, 학계,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전문직종 분야에서 대일

외고 출신 인재들의 활동 또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김승주 동문(프랑스어과 4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은 국내 정보 보안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며, 임봄이 동문(스페인

어과 20기, UPenn 조교수)은 미국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Univer-

sity of Pennsylvania에서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전공 Assistant professor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 국립외

교원 외교관후보자 시험(구 외무고시)에서 문서진 동문(스페인어

과 26기)이 중남미전형에 최종 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무수히 많은 동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

을 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모교의 이름을 빛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일외고의 요람 안에서 미래의 리더들은 꿈을 키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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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ㅣ배우, 일본어과 3기

대일외국어고등학교 3기 일본어과 졸업생 강성진입니다.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영화

학과를 졸업했고, 현재는 27년째 배우로 살고 있는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 꿈인 사

람입니다.

강성진

대일외고는 내 인생에 첫 시험의 관문 이었고, 출신 중학교에서 대일외고로 진학한 유

일한 남학생 이었기에, 사춘기 시절의 무척이나 낯설고 어색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

만 대일외고는 학문으로의 배움 뿐 아니라 새로운 만남과 인연을 만들어 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 인생 살아가기의 참 배움터였습니다.

대일외고를 말하다
졸업생 인터뷰

이현정ㅣ교사, 독일어과 12기

저는 대일외고 12기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중인 이현정입

니다. 우리 학교에서 독일어, 영어, 중국어를 배우며 외국어 관련 직업을 꿈꾸었고, 우

리나라의 인재들이 외국어를 기반으로 세계로 나아가게 돕고 싶다는 생각에서 영어

교사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교 교사가 되어 각종 영어대회를 기획하고 ‘영미문화연

구반’ 진로학술동아리와 ‘영어연계학문의 이해와 실제’ 진로탐색 심화과정, 국제학부 

진학 지도를 해왔고, 4년째 3학년 담임을 하면서 오늘도 학생들과 함께 ‘아름다운 꿈

(Beautiful Dreams)’ 을 꾸고 있습니다.

이현정

“대일외고는 고향입니다.”

 ‘고향’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온기’ 가 느껴지는 것처럼 저에게 대일외고는 선생님들의 

애정과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다른 졸업생들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다가 힘들 때면 문득 학창시절이 떠오르고 대일외고

에서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추억에 미소를 머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온기를 느끼게 해주고 미소 짓게 해주는 고향같은 곳이 바로 대일외고이기에, 

지금 학생들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은 저에게 또 하나의 추억입니다.

김나래ㅣ기자, 일본어과 17기 

저는 헤럴드경제 9년차 기자, 김나래입니다. 저의 시작은 방송기자로 첫 발을 내딛었

지만 이후 뉴스 진행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MBN에서 9시 뉴스와 아침 뉴스를 진행하

다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여지껏 해왔던 마이크가 아닌 펜으로 세상

에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펜 기자로서 제2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습

니다. 기자는 세상에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매일이 바쁜 생활의 연속이

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나래 

대일외고는 제게 ‘프루스트의 마들렌’ 입니다. 마들렌은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에 등장하는 과자로 어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신비한 

과자입니다. 무엇보다도 마들렌은 잃어버린 기억과 함께 향수, 느낌 들을 되살려 줍니다. 

제게 대일외고도 그런 존재입니다. 사회에 나가 있어도 가끔은 저의 소중했던 고등학

교 시절, 학교에서 함께했던 유복했던 경험들, 꿈 들을 상기 시켜주는 소중한 마들렌

입니다.

임현도ㅣ래퍼, 러시아어과 27기

안녕하세요, 대일외고 27기 러시아어과 졸업생 임현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래퍼 myunDo(면도) 라는 이름이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겁니다. 

재학 시절, 당시 러시아 문화 연구 동아리였던 샬룬(現 난타 동아리)의 13기 기장이었

고, 26기 학생회의 부회장직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부터 수의학대 진학에 뜻

이 있어 졸업 후 유학을 준비하였고,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의 Biological 

Sciences 과에 합격하여 입학할 예정이었으나 우연히 음악 쪽으로 나아갈 기회가 생

겨 현재는 래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현도

대일외고는 3년 간 저를 품어준 또 하나의 집입니다. 물론 실제로도 집보다 학교에 있

던 시간이, 가족보다 친구들과 함께 한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대일외고는 좋은 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제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

고, 언제나 다시 돌아가고 싶게끔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주었으며, 성인이 되어 

제대로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게끔 바탕을 다져주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들로 다 표

현하기 힘들 정도로 제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곳이고 지금까지도 감사한 존재입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본인에게 있어
대일외고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Q1 Q2

강 성 진 (배우, 일본어과 3기) 이 현 정 (교사, 독일어과 1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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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명문 학교로 만들어준 선생님들과 선·후배님들의 공로로 대일외고 졸업생이라고 하

면 사람들이 당연히 엘리트라고 인식을 합니다. 덕분에 대일외고 출신 엘리트 배우라

는 듣기 좋은 덕담도 듣곤 합니다. 

또한 졸업 후 총동문회 및 다양한 소그룹 동문 활동을 통해 끈끈한 동문의 정을 누리

는 점도 대일외고 출신임이 자부심으로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강성진

대일외고의 동문임을 반갑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귀감이 되는 자랑스런 선배가 

되기 위해 바르게 살겠습니다. 동문 모임에서 반갑게 만납시다.

이현정

가장 큰 장점은 ‘네트워킹’입니다. 재학생들은 특기적성동아리와 진로학술동아리에서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동기 및 선후배와 교류하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졸업

생들은 직종이나 취미를 기반으로 동문들과 교류합니다. 그리고 재학생과 졸업생은 

대학생 선배와의 학과 탐색, 동문 선배와의 멘토링, 직업인 선배와의 대화 등의 행사

를 통해 대일외고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동문 선배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재학생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내리사랑이 바로 대일외고 네트

워킹의 원천입니다. 

이현정

대일외고에는 어학에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을 지닌 학생들이 모인 곳이면서 ‘개성’ 과 

‘특기’ 를 가진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친구들의 장점을 배우겠다는 생

각과 선생님들의 열정을 본받겠다는 마음으로 학교생활에 임한다면 엄청나게 발전한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뿌듯할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관심사’를 나누고픈 학생이

라면 대일외고의 품에서 더 큰 희망(High Hopes)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

정적인 교사들과 든든한 동문들, 배움을 공유할 친구들이 있는 대일외고는 여러분에

게도 훗날 ‘고향’이 될 것입니다.

김나래 

대일외고 고등학교 학생으로 살아간 3년은 제게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고, 다른 학생과는 차별화된 경험들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

험들이 바탕이 돼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뿐 아니라 문화, 경험 등은 늘 좋은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에 나와 활동하면서 대일외고 선후배를 많이 만났습니다. 훌륭하신 선배들이 

이미 터를 닦고 계셔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며 똑똑한 후배들을 볼 때 마다 자부심

을 느낍니다. 대일외고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탄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또 하나의 미래입니다.

김나래 

대일외고의 3년은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선 배웠던 외국어는 현재 저의 좋은 

바탕이 되고 있으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됐습니다. 또 세상에서 꿀 수 있

는 모든 꿈을 이 공간에서 많이 키우시길 바랍니다. 3년의 시간은 공부하기도 빠듯한 

시간일 수 있지만 대일외고에서 보여준 미래들을 함께 느끼시면서 생활하신다면 나중

에 계속 꺼내볼 수 있는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많은 책들과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임현도

제가 졸업생으로서 느끼는 대일외고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깊은 유대감이 아닌가 싶습

니다. 외고라는 특성 상 같은 과 친구들과 더할 나위 없이 친해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동아리, 학생회, 대일한마당, 종합예술제 등 여러 경로들을 통해 다른 과 동기들, 그리

고 선후배들과도 끈끈해질 기회 또한 많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에도 이러

한 깊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동문들 간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있습니다. 단적인 예

로 페이스북 대일외고 동문회 페이지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

는 동문의 글에 해당 영역에 종사하시는 동문, 혹은 그 방면으로 잘 알고 계시는 동문

께서 도움을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만큼 동문 분

들께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유대가 깊고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현도

쑥스럽지만 1학년 국어시간에 배우는 고전시가 관동별곡을 한창 공부하며 제가 썼던 

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학생 신분 유한한고 학교생활 못 슬믜니 충분히 즐겨둬 

시간은 곧 금이니”. 선생님들께서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웃음) 

사실 제가 후배들에게 항상 해주고 싶었던 말입니다. 물론 학생에게 학교란 배움의 장

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배움이라는 것이 단순히 학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을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학업과 대학 진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니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인생은 고등학교 3년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훨

씬 더 많이 남아있고, 인생은 시행착오의 연속이기에 너무 완벽하게 짜여진대로만 살

려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이렇게 길게 글을 써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지

금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며, 학교생활 3년을 충분히 만끽하는 사람이 되

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의 구절을 인용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그저 한결같이 외길을 걷는 모습은 아름답다. 하지만 모두가 꼭 그렇지만도 않은 법. 

헤매고... 실수하고... 멀리 돌아가기도 하지. 그래도 좋아. 뒤를 돌아보렴. 여기 부딪히

고 저기 부딪히고... 이리저리 헤맨 너의 길은 분명 누구보다도 넓을 테니까. 그렇고말

고. 지나온 길이 넓은만큼 너는 누구보다도 너그러울 수 있을거야. 나도, 그 누구도 되

지 못한 인간이 될 수 있을거야.”

졸업생으로서
느끼는 대일외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Q3 Q4

김 나 래 (기자, 일본어과 17기) 임 현 도 (래퍼, 러시아어과 2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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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정

제가 우리 학교에 입학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매우 열정적이고 뛰어난 선생님들이 계

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생님들의 가르침 속에서 수업내용에 대한 더 빠르고 정

확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학업능력도 증진되었습니다. 또한 평소 스스로 회화 실력

을 키우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저에게 원어민 회화 수업은 자연스러운 외국어 실력 향

상을 불러왔고, F.O.Z 구역 설정은 세계 이슈나 일상생활 속 논란거리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면서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서정ㅣ독일어과 1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대일외국어고등학교 34기 독일어과, 학교 홍보단 여

기장 김서정입니다.

김서정

저에게 대일외고란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족은 평생 함께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따끔하게 충고를 해주고 잘한 점은 칭찬해주며 저의 꿈을 응원해줍니다. 대일외고 역

시 제가 항상 머무르며 공부하는 곳이고, 자기 주도 학습 시간에 공부를 소홀히 했을 

때에는 스스로 반성할 수 있게 해주며, 열심히 했을 때에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줍니

다. 또한 제 꿈에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발판을 마련해줍니다. 이처럼 대일외고는 

가족처럼 제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김서정

저는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표 언어인 영어에 자신감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영어 학습 계획을 세워 듣기, 쓰기, 독해, 문법 공부를 요일마다 

번갈아가며 학습하면서 장기적인 학습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모바일 장

비를 다루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태블릿pc를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영어뉴스를 읽으며, 

국제 사회에 대한 이해도 높이면서 실용적인 영어 공부를 하고자 힘썼습니다.

김서정

우리 대일외고는 정말 학생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 개개인을 신

경 써주시면서 각각의 특기와 재능을 길러주시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

위기를 만들어주십니다. 또한 TED 강연 등을 통해 미국식 표현을 배우며 심화 학습을 

진행하고, 영어 기사를 통한 수업으로 다양한 세계 이슈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공어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

한 수업 방식은 대일 학생들이 진정한 글로벌 인재가 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

다. 선후배 관계도 돈독하고 선생님에 대한 믿음 또한 큰 대일외고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일외고를 말하다
재학생 인터뷰

김재윤ㅣ러시아어과 1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대일외고 러시아어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재윤입니

다. 현재 학교 홍보단의 남기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재윤

저에게 있어서 대일외고는 디딤돌입니다. 대일외고에 입학하면서 친구들과 즐겁고 재

밌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지만, 그만큼 힘들고 고된 시간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겪다보니 정신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었기에, 대일외고는 저에게 있

어 내면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과 같습니다.

김재윤

우리 학교 입시를 위해 중학교에서 했던 노력들 중 두 가지만 꼽자면 영어 내신관리와 

교내활동입니다. 영어 내신은 1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중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어고등학교의 입시 준비를 하는 것이니 만큼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 또한 열심히 하였습

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영어 신문을 읽고, 테드 동영상을 보는 등 영어에 대한 감과 

국제 사회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김재윤

우리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아주 많은 장점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방과후 프로

그램입니다. 교외 프로그램들을 위한 수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과후학교 수업이 개

설되어 있어 따로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

습니다. 두 번째는 야간 자율 학습입니다. 야간 자율 학습 동안에 학생들은 서로가 서

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어 학습에 적합

한 환경에서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후배간의 관계입니다. 우

리 학교는 선후배 관계가 매우 좋아 후배들은 선배들과 다양한 교류를 하고, 학교생활

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선배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김재윤

이제 입학하게 되면 학기 초에는 설렘 가득 기대 가득한 날들이 많을 것이고, 입학하

면서 다들 새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적인 

날들이 반복되어 처음 느꼈던 설렘과 기대는 사라지겠지만, 처음 먹었던 그 마음가짐

만큼은 꼭 간직하길 바랍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본인에게 있어
대일외고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대일외고 입시를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재학생으로서 느끼는 
대일외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Q1

Q2

Q3

Q4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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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20 2021 소 계

서울대학교 23 27 26 236

연세대학교 69 55 52 176

고려대학교 100 74 97 271

서강대학교 33 47 40 507

성균관대학교 94 83 78 255

이화여자대학교 45 44 43 132

총 계 364 330 336 1,030

진학 실적 학교 위치
LocationsDaeil Educare, 결과로 입증합니다

  파랑(간선) : 110B, 143, 153, 171

  초록(지선) : 1113, 1114, 1164, 1213, 2115, 7211    

  마을버스 : 성북 06, 성북 07

숭덕초교 하차 후 1164, 2115번으로 환승 → 대일외고 정문에서 하차 

4호선 길음역에서 하차 (3번 출구)

서경대행 버스 1164번 이용 → 대일외고 정문에서 하차

4호선 성신여대입구(돈암)역에서 하차 (6번 출구)

서경대행 버스 2115번 이용 → 대일외고 정문에서 하차

6호선 안암역 (1번 출구)

서경대행 버스 2115번 이용 → 대일외고 정문에서 하차

우이신설 경전철 정릉역 (1번 출구)

서경대행 버스 2115번 이용 → 대일외고 정문에서 하차

지하철
 Subway

일반버스
 Bus

대우푸르지오아파트

길음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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