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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B1A4 공찬, 박찬호 선수 상해한국학교 일일교사! “MBC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촬영 

  상해한국학교(교장 신현명)에서는 지난 10월 9일(화) B1A4 멤버 공찬과 박찬호 선수가 일

일 교사로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1A4 공찬은 5-3 교실에서 5학년 학생과 

음악 수업을, 박찬호 선수는 음악당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을 위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2019년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집 프로그램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한 부분으로 인성학교의 전신을 이어받

은 상해한국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B1A4 멤버 공찬과 박찬호 선수가 일일 교사가 되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B1A4 멤버 공찬은 5학년 3반 학생들을 위하여 “네잎클로버”, “나무의 노래”, “그대로 

멈춰라” 세 곡의 동요를 가르쳤습니다. 3교시에 촬영이 시작되고 교감선생님께서 직접 일일 

선생님으로 온 B1A4 멤버 공찬을 소개하고 난 후, 학생들은 학교에 일일 선생님으로 온 공찬 

선생님을 열렬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5학년 3반 학생들과 공찬 선생님은 노래를 부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긴장이 풀리고 더욱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일일 선생님인 공찬 선생님께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왜 아이돌이 되고 싶었느냐?” 등의 진지하면서도 5학년만의 

고민이 담긴 질문들을 건넸습니다. 학생들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진실 되고 

솔직하게 답변하는 공찬 선생님 덕분에 학생들은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뜻 깊은 시간이 되었

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공찬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일일이 선물로 사인을 건네주었고, 학생들은 

연예인과 직접 교류해 보는 과정을 통해 잊지 못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 촬영 후 단체사진 ▲ 교감선생님의 일일 선생님 공찬 소개

  



 수업 이후 급식실로 이동해서 학생들과 공찬 선생님은 나란히 앉아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못 다한 질문들을 하고 공찬 선생님 역시 따뜻하고 다정하게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며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식사 이후 아쉬움을 뒤로 한 채 

5학년 3반 학생들과 공찬 선생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수

업의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은 듯 붉게 상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박찬호 선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한글날 기념행

사를 하던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깜짝 선물로 제공되었습니다. 강연자 박찬호 선수 외에 B1A4

의 공찬도 함께 참여하여 박찬호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박찬호는 ‘꿈을 위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꿈을 가지게 된 계기와 그 꿈을 키우는 

과정, 그리고 꿈을 이뤄나가게 한 힘에 대해 강연하였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님이 밤늦게 나의 유니폼을 빠는 모습을 보고 프로 야구선수가 되어서 어머님께 세탁

기를 사드려야겠다는 마음에서 꿈을 처음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

을 위해 꿈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지에 대해 강연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대표 선수로 

미국에 가게 되어 LA 다저스 구장을 보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

고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 인내하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힘주어 말했습니

다. 박찬호 선수는 특강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의한 11학년 김두익 학생을 격려하며 

야구공에 싸인을 하고 힘껏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일 공개수업은 상해한국학교 5학년 3반 학생들에게 행복하고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 박찬호 선수의 특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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