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LLA ih-Sydney Certificate in TESOL
28회 TESOL 졸업생 박솔 님 (학업기간: 2014/3/10~5/2)
CELLA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 TESOL을 3일 전에 이수하고 쓰는 제 경험담을
통해 필리핀에서 TESOL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CELLA를 선택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는 작년 8월 친한 친구가 이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진로에 고민 중인 저에게 TESOL 프로그램을 소개 시켜주며 세부에 있는
여러 학원들 중 유일하게 호주와 연계되어 좋은 퀄리티의 교육내용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호주와 비교했을 때 학비가 경제적이라 앞으로 영어 교사가 되고 싶은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TESOL을 시작하는 첫 날, 오리엔테이션에서 4주 수업 내용 계획서를 받았는데,
주 5일 4주, 즉 20일치의 수업이 미리 계획되어 있음을 통해 그 동안의 노하우가
녹아 들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의 첫 일주일은 TESOL에서만 사용되는 생소한 용어와 앞으로 진행될 수업의 기본
뼈대에 익숙해지는데 많이 집중 했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빨리 적응 할 수 있도록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서 그날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며 복습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함께 수업에 참여하
는 클래스메이트들과 선생님들과 가까워지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저 나름으로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 또
한 교사가 될 것이기에 이러한 노력은 교사로서 갖고 있어야 할 중요한 모습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수업
내용 중 잘 이해되지 않거나,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쉬는 시간을 통해 TESOL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수업 시연을 준비할 때에도 더 나은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조언해주시어 많은 도움이 되
었습니다.
영어가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이를 골고루 잘 해야 영어 좀 한다고 인정해주지만, 한국에서는 개개의 영역을 나누어 학
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설 학원에서도 각각의 과정을 개설해 학생들을 모집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영어
를 배우다보니 4개의 영역을 따로 구분하여 학습하기보다 골고루 융합된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TESOL을
하다보면 주차별로 강조하는 영역이 있지만 비율의 차이지 4개의 영역을 한 수업 안에서 모두 활용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
을 읽거나 영어듣기를 하고서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을 생각해본 다음에 클래스메이트와 생각을 나눈 뒤 발표를 하기도 하고, 선
생님이 내주신 지문과 관련된 새로운 질문에 대해 작문을 하는 방향으로 모든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수업 시간 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상대방을 더 알아가는 질문
을 하는 것이라 던지(나중에 제가 활용할 액티비티지만 이 수업에서는 이것 덕분에 클래스메이트와 더 빨리 친해진 것 같습니다.),
여행이 주제인 챕터에서는 세계 각 주요도시 이름을 맞
추는 게임이라 던지, 어떤 단어를 마임으로 묘사하고 있
는지 맞춰보는 스피드게임을 하며, 매일 5시간의 수업
을 들어야 했지만 중간 중간 감초역할을 한 덕분에 시간
이 빨리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수업 내용 외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엄격한 출
결관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달 20일의 커리큘럼이
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주간 정해진 학습내용을
끝내기 위해 필리핀에 있었던 4달 동안 가장 집중했던
1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결코 쉬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료증을 받고 보니 이제야 한 걸음을 내딛
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더 할 예
정이지만 TESOL의 경험이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었기에
더 열심히 준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필리핀 최다! 1:1 영어과정
필리핀 최초! TESOL 자격증 취득센터
필리핀 유일! 항공승무원 면접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