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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외국어 교육의 강화

1. 생활중심의 영어교육 충실

외국어 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여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영어체험

학습 활성화, 영어 친화적 환경 구축, 우수 원어민 영어보조조교사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확대 배치, 원어민 원격화상콜센터 운영 등 학교와 학생 중심의 영어교

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가. 영어체험학습 활성화

개       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 환경은 교실에서 배운 영어를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학교에서 영어를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효과가 매우 저조하다.

체험활동을 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배운 영어를 활용해 볼 수 있는 체험학습 시

설은 영어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준다. 이를 위하여 거점영어체험센터 프로그

램 운영, 영어체험학습실 프로그램 운영, 초․중등 ＥＩＣ프로그램 운영, 상용영어

문장 외우기, 고교생 영어 글쓰기 한마당 등을 운영하였다.

추 진 실 적

■ 거점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거점영어체험센터』는 실생활 중심의 상황 체험 등 영어를 재미있고 즐겁게

배우며, 영어 노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설로써 원어민강사를 각 센터별로 3

명씩 별도로 배치하고 내국인 협력교사를 3명씩 배치하여 인근학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정규수

업시간에는 1～2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Active

English Program 등 센터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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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운영 내용

광주서석

체험센터

-서석 거점영어체험센터 (학기중 방과후 - 9개교 학생 참여)

-서석 거점영어체험센터 (방학중 - 9개교 학생 참여)

-체험영어 프로그램(인근학교 9개교 학생 참여)

-수요서석 프로그램(매주 수요일 운영)

-Active English Program(월 24명씩 연간운영)

광주광천

체험센터

-광천 거점영어체험센터 (학기중 방과후 회화 12개교 학생 참여)

-체험영어 프로그램(인근학교 12개교 참여)

-수요광천 프로그램(매주 수요일 운영)

-국제교류 프로그램

오정체험센터

첨단체험센터

-거점영어체험센터 (학기중 방과 후 회화 주변학교 학생 참여)

-체험영어 프로그램(인근학교 학생 참여)

-수요 프로그램(매주 수요일 운영)

-센터 특색 프로그램 운영

■ 영어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

영어체험시설 중 단위 학교형 영어체험 교실과 영어전용교실은 당해학교 교사

(원어민)가 정규수업시간에 해당학교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등의 자투리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상황체험, 영어동화책 읽기, 역할놀이, 원

격화상강의 등 영어 노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초․중등 ＥＩＣ프로그램 운영

영어체험캠프를 통해 체험을 통한 영어 구사 능력 및 자신감을 고취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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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선발하여 실시하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약 10일간(40시간)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협력교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중등 ＥＩＣ는 기수별 30명, 총

12기 360명의 학생이 5박 6일의 합숙 캠프에 참가하여 영어회화, 자기주도적 영어

학습, 영어사용국가의 문화체험 및 야외 활동을 통하여 영어체험학습 과정을 이

수한다. ＥＩＣ를 수료한 학생들은 영어활용에 대한 자신감 고취, 영어의 4기능을

중심으로 한 자기주도적 영어 학습 방법 발견, 국제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체험을 할 수 있다.

[교육청 주관 ＥＩＣ　영어체험 프로그램 추진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연도

중심
학교수 참여 학생수 강사 수

기간 장소
초등 중등 초등 중등 원어민 교사

자원
봉사자

2007 12 1 2８0 300 14 １４ ․
6일(합숙)및

10일(비합숙)

광주학생교육원

및12개중심교

2008 36 1 2,880 300 106 １４４ 18
6일(합숙)및

10일(비합숙)

광주학생교육원

및36개중심교

2009 66 1 2,920 360 182 146 ․
6일(합숙)및

10일(비합숙)

광주학생교육원

및66개중심교

2010 146 1 2,970 510 194 151 ․
6일(합숙)및

10일(비합숙)

광주학생교육원

및141개초등학교

■ 상용영어문장 외우기(Ｅｖｅｒｙｄａｙ　Ｅｎｇｌｉｓｈ　３６５）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간단하고 꼭 필요한 생활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영어 문장을 선정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1

영어문장 외우기를 실시하고 있다.『Everyday English 365』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외국어교육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하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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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 영어 글쓰기 한마당

영어 글쓰기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고 Essay Writing을 통한 통합적 영

어 표현능력 향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내그룹과 국외그룹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학교별 자체 대회를 개최하여 학생

들에게 영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실생활에서 영어활용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

자체대회 입상자가 시교육청 주관의 본선대회에 참가하도록 하여 논리적 사고력

과 영어 표현능력 발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성과 및 발전 계획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학생들에게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자질을 향상시켰고, 우리와 다른 문화적 체험이 교육체험과 같이 어우러져

영어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영어문화권을 접함으로써 문화에 대

한 이해와 더불어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영어에 대한 노출의 기회가 확대되

어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에는 영어체험(전용)교

실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나. 영어 친화적 환경 구축

개       요

영어교육의 질제고 및 영어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어체험 시설

등을 구축․운영하였다.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하도록 중․고등학교에 영어전용

교실을 구축․운영하였다. 초등학교에는 정규시간 및 방과 후 시간 활용을 위한

영어도서와 영어 학습자료 등을 구비한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하여 영어수업이 다

양하게 전개되도록 운영하였다. 인근학교 학생들과 함께 영어체험활동을 하는 거

점영어체험센터와 어린이 영어도서관 구축 및 운영, 농어촌 학교 학생들을 위한

원어민 화상콜센터, ＥＢＳ 영어 교육방송 인프라 구축, 외국어교육 홈페이지 등

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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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실 적

■ 중등 영어전용교실

각종 멀티미디어 시설(교사용 컴퓨터, 학생용 컴퓨터, 프로젝션 ＴＶ，ＤＶＤ플

레이어, 실물 화상기 등) 및 다양한 학습자료(ＣＤ，비디오자료, 읽기자료, 듣기

자료, 게임․놀이자료 등)를 구축하여 멀티미디어 활용수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방과 후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영어 학습을 위한

교실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영어전용교실 메뉴얼을 개발하여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

어전용교실 활용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일반화 하는데 노력

을 기울여 왔다.

[영어전용교실 구축․운영 현황]

(단위 : 교, 실)

학교급

연도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동부 서부 소계 공립 사립 소계
학교
수

교실
수

학교 교실 학교 교실 학교 교실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2008 29 44 42 68 71 112 6 2 27 4 33 6 110 151

2009
기설학교 0 0 4 4 4 4 2 2 4 1 6 3 13 13

신설학교 1 1 3 3 4 4 3 0 0 0 3 0 7 7

2010 0 0 1 1 1 1 0 0 0 0 0 0 1 1

계 30 45 50 76 80 121 11 4 31 5 42 9 131 172

■ 초등 영어체험교실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영어 학습 및 체험활동 공간을 구축

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초등영어 체험교실을

구축하였다. 교실 1～2개 규모로 정규 영어 시간 활용은 물론, 영어도서공간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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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개관 년도 해당 구청

서석 거점영어체험센터 2007 동구

광천 거점영어체험센터 2008 서구

오정 거점영어체험센터 2009 북구

첨단 거점영어체험센터 2009 광산구

성하여 영어도서 읽기를 활성화 하고 원격 화상강의, 영화상영 등의 다용도 학습

공간을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수한 교수․학습 환경 조성

을 통한 학습 효과와 공교육 경쟁력을 키웠으며, 영어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하게 되었다.

[영어체험교실 구축․운영 현황]

(단위 : 교, 실)

구분

연도

영어체험교실설치학교수
계

영어체험교실설치교실수
계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2007 2 1 3 6 3.5 9.5

2008 2 ․ 2 4 ․ 4

2009 22 30 52 22 30 52

2010 26 48 74 26 48 74

■ 거점영어체험센터

가중되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및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적인 의사

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체험 중심의 영어교육 필요성이 대두되어 4개의 “거점영

어체험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각 센터별로 도서실, ＡｒｔＲｏｏｍ，Snack

Bar, Science Room，Cooking Room, Music Room 등의 체험실을 구축하여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거점영어체험센터를 방문하여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거점영어체험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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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실 구성 내용 비고

도서실

Library

- 영어도서관 구성, 대여 프로그램 설치

- 2,000권 도서장서 비치(단계별, 주제별, 테마학습도서)

- 벽면 코너별 독서학습대 설치

(오디오 청취용, 카세트 시설 포함)

- DVD, CD-ROM, 학습교재 활용 가능한 컴퓨터 설치

교실

1칸

교사연구실
Teachers'
Room

- 각종 교재 연구 및 검토, 수업 준비를 위한 컴퓨터 등 설치

- 각종 교재, 자료를 비치할 수 있는 수납장 설치

교실

1칸

학습실 겸

Art Room

- 미술작업 활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리 융합형 책상

- 만들기, 그리기 등 창의적인 학습을 유도

교실

1/2칸

학습실 겸

Snack Bar

- 학생 12-15명의 몰입학습 공간

- 음식을 주문하고 지불하는 활동을 통해 식당에서 필요한

표현을 익힘

교실

1/2칸

Science

Room

- 그 외 과학관련 체험학습공간으로 활용

- 별자리, 인체학습, 자연과학학습 등 다양한 과학학습이 가능한 공간

- 아이들의 지식수준을 활용한 영어 과학 실험을 진행하는 공간

교실

1/2칸

학습실 겸

Cooking

Room

- 그 외 요리 관련 체험학습공간으로 활용

-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기구 및 전기 시설, 환풍기 2대 이상

- 간단한 음식 조리하는활동을통한 영어 학습

교실

1/2칸

학습실 겸

Music
Room

학습실 겸

방송실

- 영어동요, 챈트, 율동, Pop-song, 뮤지컬 등 영어 음율 학습의 체험 공간

- 음악을 기본으로 하는 포크댄스, 스포츠 댄스 등의 영어체험 체험교실

- 악기 등 교구장 수납공간 필요

- Gym학습실과 연계하기 쉽도록 벽체 없이 활용

- 각종 체험 놀이와 신체운동 시설을 통한 활동

교실

1/2칸

교실

1칸

복도
- 벽면에 실사 외국문화사진을 부착하여 문화체험학습에 활용

-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화 부스 설치

- 복도 입구나 코너에 비행기 공항 안내소 설치

야외

- 동물원 및 식물원(기존에 있는 동물상-기린 사자, 캥거루,

호랑이, 표범, 코리끼상과 식물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및 휴식

공간 활용)

- 교통수단 및 시설 설치

[거점영어체험센터 구축․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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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영어도서관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어린

이 영어도서관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구축하여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학

생들에게 영어 노출 기회를 제공, 계층 간의 영어 학습 격차를 완화하였다. 영어

교사 1명, 원어민교사 1명, 사서교사 2명 등의 인력 구성으로 스토리텔링 등 영어

독서활동에 필요한 학습능력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열람

실, 다목적실, 프로그램운영실, 다락방, 수업준비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구축 현황]

　실　명 실 구성 내용

도서열람실

- 15,000 여권의 도서장서 비치(수준별, 주제별 등)

- 소장자료 및 인터넷 검색, 독서관리 프로그램, DVD, CD-ROM

학습교재를 활용하여 학습 가능한 컴퓨터 설치

다목적실

- 강의, 공연, 영화감상 등을 위한 36석 규모의 복합공간으로 구성

- 계단형 무대, 강의실 공간 구조(커튼 설치)

- 멀티미디어 학습기자재(전자칠판, 컴퓨터 등) 설치

- 각종 공연 및 영화감상, 이벤트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변형 가능

프로그램실

- 멀티미디어 학습기자재(전자칠판, 컴퓨터 등) 설치

- 신발장 및 교구 등 수납장 설치

- 학생 책상을 이동식 가변형으로 제작

다락방
- 일부 3층과 연결된 공간에 나선형계단을 설치하여 구성

- 온돌바닥으로 구성

수업 준비실

- 각종 교재 연구 및 수업 준비를 위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 각종 교재, 자료를 비치할 수 있는 수납장 설치

■ 원어민 화상콜센터

원어민 접근성을 강화하여 영어교육 환경 격차해소 및 발달하는 IＴ 기술 활용

을 통한 쌍방향 영어교육 실시로 영어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고 국제적 마인드

를 제고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내에 5개의 화상콜 부스를 구축하여 7명(팀

장1, 전산직1, 원어민5)의 구성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선도학급 108학급(초등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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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26), 원격 화상을 통한 정규수업 63교(초등 43, 중등 20), 방과후수업 7교(초

등 6, 중 1), 가정에서 원어민과 1대1 수업(초․중등학생 43,500명) 등의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 ＥＢＳ 영어교육방송 인프라

영어교육의 질 제고 및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EBSe 영어교육 전

용 방송 시청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였다. 초․중․고등학교 280교에 구축

비를 지원하여 EBSe 케이블 TV 4개 채널을 확보하였다. 이를 활용한 EBSe 활

용 선도학급을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 광주외국어교육 홈페이지 운영

영어교육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영어교사들에게 다양한 교수․학습 자

료와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홈

페이지를 통하여 영어교육 및 교수․학습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

성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수준 높은 자료들을 발굴․수집․공개하여 모두

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메인 및 서브 이미지를 최근 사진을 사용하여 홈페

이지 업데이트를 하였으며 초․중등 실용영어 웹자료, 영어학습 시설, 교수․학습

자료 등 최신 정보를 수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성과 및 발전 계획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화되고 특

성화된 영어친화적 환경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기 영어교육과 해외 연수 등으로 인한 학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특히, 전국 최초의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구

축․운영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생들에게 영어에 노출되는 기회를 확대하여

영어 교육격차 완화와 영어 공교육 강화에 공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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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원어
민수

초 중 고 계

학
교
수

배치
학교
수

배치
율

(%)

학
교
수

배치
학교
수

배치
율

(%)

학
교
수

배치
학교
수

배치
율

(%)

학
교
수

배치
학교
수

배치
율

(%)

2006 30 134 7 5.2 79 28 35.4 61 10 16.4 274 45 16

2007 38 136 10 7.4 81 29 35.8 61 10 16.4 278 49 18

2008 97 139 37 26.6 81 74 91.4 62 13 21 282 124 44

2009 156 145 142 97.9 84 84 100 65 21 32.3 303 247 82

2010 193 145 145 100 85 85 100 65 25 38.5 303 255 84

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운영

개       요

세계화 시책에 부응하여 초․중등 학생 및 교사의 의사소통능력 제고와 외국어

교수기법 개발과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활성화 및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이해의

증진은 시대의 흐름이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역점시책으로 외국어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중심의 영어교육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배치 및 활용

의 효율성을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실력 광주 영어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추 진 실 적

■ 우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운영

국립국제교육원 및 풀브라이트 재단을 통한 검증된 원어민 교사만을 채용하고,

영국 교원청(CfBT) 및 옥스퍼드 St. Clare's 와 MOU를 체결하여 우수 원어민을

확보하였고, 미국 와이오밍주 교류협력위원회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원어민 화

상콜센터 운영에 필요 한 전․현직교사로 구성된 우수 원어민 146명을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현직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원어민화 4단계 연수를

추진하여 현재 280명의 영어교사가 4단계 연수를 마친 상태이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현황]

(단위 : 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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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질 관리 강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업 능력 강화를 위하여 연 1회 공개수업을 의무화(한국

인 협력교사와 Co-teaching)하였다. 초․중․고 160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한국인 교사와 협력수업을 공개하였고,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를

추진하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및 협력교사 직무연수를 7회 이상 실시하였다.

또한 경험이 많은 우수한 한국인 협력교사를 중심으로 Mentoring System을 구축

하여 Co-teaching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초등6, 중등17, 원어민 9

명 Mentor)

아울러 1박 2일간의 원어민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코디네

이터 배치를 통한 상담활동 강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한국

어 강좌를 실시하여 현재 150 여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기초적인 한국어능

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우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우리 시

교육청에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업능력 강화 및 질 제고]

수업 장학지도
원어민 대화의 날 

운영

코디네이터의

상담활동 

원어민 교사 

수업 만족도 조사

대상 : 원어민 ․ 협력교사

시기 : 수시장학

내용 : Team-teaching  

    교수․학습방법지도

대상 : 원어민․협력 교사

내용 : 친교활동, 정보

교류, 건의사항, 우수

원어민 교사 표창 등

대상 : 원어민교사 전체

내용 : 학교적응 및 생

활 상담, 교수․학습정보

제공            

실시 : 연2회 

대상 : 학생, 교원 학부모

활용 : 원어민 재계약 

       및 장학지도자료

성과 및 발전 계획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수업 지도 능력이 향상되었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도 탈락률이 급감(’07년 11.5%⇒’08년 3.1%⇒‘09년 3.1%)하였으며 원어민 영어보

조교사의 효율적 활용으로 의사소통능력 신장 및 광주 영어교육의 질적 향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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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5개년 연속 외국어 영역 전국 1위)을 이루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업만족

도 조사 결과 학생 76.1%, 학부모 81.3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09년 원

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우수사례 수기 공모에서는 동상 1명(광주백일초, 이은정),

장려상 1명(광주삼각초, 김선영)을 수상하였다.

향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하고 효율적 활

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이 영어 공교육 강

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운영

개       요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수 확대, 중등 수준별 수업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수업을

담당하여 영어교사의 수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어교육 관련 업무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업무 지원은 물론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여 교육청이나 학교 여건

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 수요

조사를 토대로 초등 77명 중등 59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하여, 지난 9월부터

중등 54명을 53개교에 배치하였고, 초등은 2010년 3월에 119개교에 배치하였다.

추 진 실 적

■ 우수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우리시 영어회화 전문강사 응시 자격을 정함에 있어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우

선하고 비 자격자 응시제한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일선학교 정규수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질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발과정의 철저한 심사 기

준 마련과 검증과정을 통하여 양질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

였다(초등 93명 지원에 77명 합격, 중등 74명 지원에 59명 합격). 아울러 학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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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초 중 고 계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수

학
교
수

배치

학교
수

배치
율

(%)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수

학
교
수

배치

학교
수

배치
율

(%)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수

학교
수

배치

학교
수

배치
율

(%)

학교
수

배치

학교
수

배치
율

(%)

‘09 ․ ․ ․ ․ 44 84 43 51.2 10 65 10 15.4 290 53 18.2

‘10 61 141 119 85 63 84 62 73.8 29 65 27 41.5 290 208 71.7

무 시작 전후에 해당 학교 급별 영어과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및 영어교육

정책 및 방향 등에 대한 집중연수와 근무지내 동교과 교사들간의 동료연수를 지

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유도하였으며, 신분상의 불안감으로

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따뜻한 배려와 합리적인 복무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현황(2010.10월 현재)]

■ 영어회화 전문강사 질 관리 강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60시간의 직무 관련 연수를 실시하였고, 배치된

이후에는 단위학교별로 영어교과 교사연수를 통한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 공유

및 교수능력 제고에 노력하였다. 학교별로 경험이 많고 유능한 영어교사를 멘토

로 지정하여 1:1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시교육청 차원의 온․오프라인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상호 협조하였다.

성과 및 발전 계획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배치와 영어회화 전문 교수요원 확충으로 영어 공교

육을 강화하고 수준별 분반 이동수업을 통하여 영어수업의 질을 향상하였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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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 중심의 교수․학습 환경조성을 기하였다. 이를 통해 실용영어교육 활성화,

영어능력이 우수한 교수인원을 선발․배치하여 다양한 영어교육활동 지원함으로

써 영어 공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였고 날로 늘어가는 영어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영어교사 업무 경감 및 맞춤형

영어수업을 통한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 원어민 화상콜센터 운영

개       요

우리 학생들이 지구촌시대의 경쟁력 있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

실의 벽을 넘어 세계로 학습의 장을 확대하고 21세기 핵심 역량인 정보 활용 능

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동시에 신장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원어민 화상콜센터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우수

원어민 교사 확보 및 원격 원어민교사와의 협력 수업 등을 통한 영어 수업방법의

혁신적 변화로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영어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

비 경감을 위해 원격화상 영어수업을 정규수업, 방과후수업, 일대일 회화수업 등

의 형태로 실시해 오고 있다.

추 진 실 적

■ 미국 전․현직 교사 확보

원어민 원격화상 영어수업의 성패는 우수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확보에 달

려있다고 보고 미국 와이오밍주정부와 MOU를 체결하여 우수한 전․현직 교사

146명을 원격화상 인터뷰를 통해 채용하여 초․중․고의 정규 영어수업과 일대일

회화수업에 투입해오고 있다.

또한 우리 시교육청의 원어민 화상콜센터 내에 교육경험이 풍부하고 수업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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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IT 활용 능력이 우수한 원어민 5명을 상주시켜 초․중․고 영어 정규수업, 방

과후 수업, 일대일 회화수업, 한국 영어교사 연수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 수요자 맞춤형 수업지원

원격 원어민을 활용한 한국교사 주도의 정규수업, 농촌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

로 한 원어민 주도 방과후수업,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활용한 원어민 일대일 회

화수업을 실시하여 왔다.

정규수업에 참여한 학교는 2009년 40개교, 2010년 63개교이고, 가정에서 일대일

회화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2009년 1,584명, 2010년 43,500으로 교사와 학생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 저소득층 자녀 참여 기회 확대

원격화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미국 전․현직 교사와 1일 300명씩 가정에서 하는

일대일 회화학습(1회 15분)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및 농촌 소규모 학교 재학생

들에게 50% 우선 예약권을 부여하여 소득 수준과 지역적 한계로 인한 영어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원어민 화상콜센터 운영 실적]

(단위 : 명)

구분

연도

정규수업 방과후수업 일대
일
회화

Online English
Community 방학중

Cyber
EIC

교사연수
(컨설팅)

학교 교사 학생 학교 교사 학생 UCC 듣기 쓰기

2009

초 25 56 8,968 6 6 54 1,584 136 197 228 19 53

중 4 7 1,373 1 1 16 ․ 8 37 27 2 8

고 5 10 854 ․ ․ ․ ․ 1 37 29 ․ 10

계 34 73 11,195 7 7 70 1,584 145 271 284 21 71

2010

초 43 82 5,631 6 6 54 34,800 135 200 220 20 82

중 10 12 2,618 1 1 16 4,500 20 40 30 5 12

고 10 14 835 ․ ․ ․ 4,500 10 20 30 ․ 14

계 63 108 9,084 7 7 70 43,800 165 260 280 25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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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발전 계획

2009년 3월 전국 최초로『원어민 화상콜센터』를 개소하여 영어교사 주도의 원

어민 원격화상 영어협력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의 다양한 영어 학습 욕구를 충족

할 수 있도록 수준별 방과후수업, 일대일 회화수업, 온라인 잉글리시 커뮤니티(온

라인 상의 말하기, 듣기, 쓰기 지도) 운영 등을 통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전국

시도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2009～2010)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하였

다.

2010년 이후에는 원격 원어민과의 일대일 회화수업을 확대․강화하고 영어교사

의 수업 컨설팅을 체계화하여 전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학생을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바. 학교중심 영어교육의 내실화

개       요

교실수업 방법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영어수업 개선 연구대회를

실시하고 우수 장학 인력을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제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으로 영어교육 정책과 과제의 적용 및 일반화에 노력하

였다.

■ 영어수업개선 연구대회 운영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ＴＥＥ）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를 위하여 초․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3차에 거쳐『영어수업 연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연구

보고서, 수업녹화 CD평가, 현장평가(현장 실사 및 영어인터뷰)등을 통하여 선발된

수업사례는 교육감 등급표창을 하고 전국대회에 출품하였다. 2008학년도에는 하

남초등학교 교사가 전국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영어수업

개선 대회 우수교사 발굴, 우수사례 발표회, 영상 자료화(홈페이지 탑재)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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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양한 영어수업 방법을 확산하고 우수 수업 영상 자료의 보급으로 영어교사

의 수업 방법을 개선해 가고 있다.

■ 영어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영어교육 정책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적용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시범학교, 시범학급을 운영하였다. 영어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에게는 실용영어와 접하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사들은 다양한 교수․학습과정을

구안하고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영어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게 되었으

며, 학부모들은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영어 공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영어교육 연구 ․시범학교 현황]

(단위 : 학교수)

구분

연도

영어교육연구․시범학교
계

영어교육선도학교
계

초 등 중 등 초 등 중 등

2007 3 3 ․ ․ ․

2008 4 １ 5 ․ ․ ․

2009 3 2 5 4 2 6

2010 5 5 10

성과 및 발전 계획

『영어수업 개선 연구대회』를 통하여 우수교사를 발굴하고 표창하였으며, 영

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TEE) 및 원어민 활용 수업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한 다

양한 영어 수업 방법을 확산하였다. 특히, 2008학년도에는 관내 하남초등학교 안

정혜 교사가 전국 영어수업 개선 연구대회에서 전국 1위를 하여 광주교사들의 영

어수업 역량을 전국에 과시하였다. 또한 연구대회 참석한 우수 수업 동영상 자료

의 보급을 통한 영어 교사의 수업 개선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영어로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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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수업 전개의 실제적 수업기술 개선에 노력하였다. 향후에는 모든 초․중학교

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됨으로 인하여 원어민교사와 내국인 협력교사의 협력수업에

관한 수업 안내 및 원어민 활용 우수 수업사례 발굴해 보급을 추진할 것이다.

사. EBSe 영어교육방송 활용 지원

개       요

영어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계층 간 영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교육 보

완 및 영어교육 혁신은 물론 상시적인 영어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자 힘썼다. 단

위학교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은 물론 EBSe 영어전용방송 활용에 대한 관심

을 증가하고, 컨텐츠 개발을 통한 온오프라인 활용 여건을 구축하고 있는 바, 우

리 시교육청에서는 EBSe 영어전용방송 시청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고, EBSe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EBSe 활용 선도학급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영어교육방송

의 일반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추 진 실 적

■ EBSe 영어전용방송 시청 인프라 구축 지원(2008)

총 18,300천원(학교당 300천원)의 지원비를 통한 EBSe 영어전용방송 시청을 위

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다.

■ EBSe 활용설명회 개최

총 400명(전체 초․중․고, 학교당 2명-학부모1, 교사1)이 참석하여, EBSe 영어

전용방송 프로그램 안내 및 활용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EBSe 활용 선도학급 운영․지원

EBSe 활용 선도학급을 지정 운영하고 EBSe 활용 선도학급 발표대회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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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유도하고 EBSe 교육방송 활용 사례 공모 전국대회

출품은 물론 제11회 교실수업 개선 실천 사례 연구발표대회와 연계하여 EBSe 활

용분야를 별도 추진하여 우수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반화에 노력하였

다.

[EBSe 활용 선도학급 운영]

(단위 : 학급)

구분

연도

동부 서부 본청
계

초 중 계 초 중 계 고

2008
지원

학급

5 ․ 5 9 2 11 2 18

2009 9 1 10 13 1 14 1 25

2010 9 1 10 10 2 12 3 25

[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EBSe 활용 분야)]

구분

연도

동부 서부 본청
계

초 중 계 초 중 계 고

2008 입상자

수

1 ․ 1 2 1 3 1 5

2009 2 ․ 2 2 ․ 2 ․ 4

* 2010년 일반수업과 EBSe 활용수업 분야를 통합, 실시(총 24명 시상 예정)

성과 및 발전 계획

EBSe 활용 영어 노출 기회 확대로 영어능력 향상 및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EBSe 활용 거점 학급 육성으로 교육방송 활용도를 제고하며, 우수활용교사 발굴

육성으로 현장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EBSe 전용방송

사의 다양한 영어학습 콘텐츠 개발을 통한 영어 사교육비 경감 및 영어학습 격차

해소, EBSe 연간 제작물량이 2008년 1,700편에서 2009년 3,600편으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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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수요에 맞는 강의형 콘텐츠 및 교재기반 강좌 확대로 VOD 활용 제고 및

EBSe VOD 히트수 2008년 월평균 75만 건에서 2009년 월평균 250만 건으로 확

대하여 다양한 영어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고 날로 늘어

가는 영어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EBSe와 관련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EBSe 영어전

용방송 활용도를 강화하고 EBS 영어전용방송을 활용한 영어 노출 기회 확대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수 활용교사를 발굴․육성함

으로써 현장 교사의 사기 진작은 물론 다양한 무료 학습 콘텐츠 활용을 통한 영

어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계층 간 영어학습 격차 해소,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TEE) 및 EBSe 영어방송 활용 수업 우수 사례발굴을 통한 다양한 영어수업

방법을 확산하고 우수 수업 영상 자료의 보급을 통한 영어 교사의 수업 개선 활

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 추진

개       요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외국어 분야 인재 육성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외국

어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추 진 실 적

■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추진

2007년에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에 관심 있는 지역 기업가, 독지가 등과 여러

차례 면담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학교법인 태성학원을 선정하였으나 교육과학

기술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 제안을 철회하였다. 2009년에는

사립 외국어 고등학교를 공모한 결과 사립 일반계 고등학교 2개교가 외국어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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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추 진 내 용 비고

2007

- 사립 외국어고 설립 재공모 실시(2차) : '07.4.18.

- 사립 외국어고 설립제안서 접수(학교법인 태성학원외 1인) : '07.5.8.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0조 제 3항 신설 : '07.5.16.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토록 함

-『고등학교 운영개선 및 체제개편 방안』발표 : '07.10.27.

-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전 협의 추진 : '07. 11 ～ 12

2008 -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전 협의 추진 : '08. 1 ～ 12

2009

- 사립 외국어고 설립 제안서 취하(학교법인 태성학원) : '09. 2. 9.

-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전환)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 : '09. 2. 12.

-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 지정 공모 계획 수립 : '09. 5.14.

-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 지정 공모 실시(3차) : '09. 5.14. ～ 6.2.

-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 지정 공모 신청(대광여고, 보문고) : '09. 6.2.

-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적격심사위원회 구성(12명) : '09. 6.17.

-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 지정 신청 철회(대광여고) : '09. 6.24.

-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 지정 신청 철회(보문고) : '09. 7.13.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발표 : '09.12.10.

2010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후속조치 발표

(교육과학기술부) : '10. 1.26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교육과학기술부) : '10. 2

-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 지정 공모 실시 : '10.6.21.～ 7.12.

학교로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사립 외국어 고등학교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

하였고, 심사 중 외국어 고등학교로 전환을 신청했던 2개교에서 철회 의사를 밝

혀 무산되었다. 그러나 2010년 6월 사립 외국어 고등학교 지정 공모를 실시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추

진하는 등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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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 '10.6.29

- 특수목적고등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훈령제정(교육과학기술부) : '10.7.29

-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교육감) : '10.9.9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 '10.8.10 ～

- 교육과학기술부와 외고 지정 협의 실시 : '10. 9 ～

-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 지정․고시 : '10. 9 ～

성과 및 발전 계획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를 배제

하고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자기

주도 학습 전형』을 도입하는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입시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외국어 고등학교를 지정해 실력 광주의 명성에 걸맞는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외

국어 분야 인재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2. 영어교사 원어민화 연수 확대

영어 교육의 질은 영어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영어교사를 원어민

수준에 근접하도록 『자율-직무-심화-국외』 4단계 연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영어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한 영어수업 기술을

확산할 목적으로 영어교사 TEE 인증제를 실시하였다

가. 영어교사 원어민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4단계화

개       요

생활중심의 실용 영어교육을 확산하기 위해서 영어교사의 영어수업 능력을 원

어민 수준에 근접하도록 1단계 자율연수, 2단계 직무연수, 3단계 심화연수, 4단계

국외연수로 단계화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1단계 자율연수로 학기 중 원어민을

활용한 EOT 연수, 교사 맞춤형 자기연수를 실시하고, 2단계 직무연수로 방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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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영어수업을 받는다. 3단계 심화연수는 6개월간 진행하는

파견 연수로 영어교수법, 실용영어 학습, 수업 실기를 연마하고, 4단계 국외연수는

국외 초․중등학교에서의 수업참관 및 실습 위주의 연수로 구성되어 있다.

추 진 실 적

■ 영어교사 자율연수

학기 중 방과 후 출석연수 형태로 교육청 주관 원어민 활용 EOT(English Only

Time)연수는 교사의 이동 거리를 감안하여 3개의 거점 기관(교육과학연구원, 교

육연수원, 교육정보원)에서 초등교사와 중등 영어교사의 수준에 따라 연수 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영어교사 자기연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국외 현지 원어

민과의 일대일 화상 영어연수, TESOL 연수, 교사가 대학기관을 선택하여 수강하

는 교사 개인별 연수, 우수 수업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영어교사 연구모임 등

으로 이루어져 있다.

■ 영어교사 직무연수

방학 중 3주간(90시간)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과 광주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에

위탁하여 집중적으로 교사의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영어수업 기술을 신장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연수 전 원어민과의 일대일 인터뷰 사전평가를 통하여 15

명 내외로 수준별 연수학급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 영어교사 심화연수

6개월간(국내 5개월, 국외 1개월) 장기적으로 받게 되는 파견연수이다. 육아와

가정생활의 부담 때문에 2003년～2006년까지 총 50명이던 연수(합숙) 인원이 2007

년 출퇴근형으로 전환한 이후 2007년 41명, 2008년 85명, 2009년 102명, 총 인원

278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연수 교사의 만족도도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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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전과 후에 연수 교사의 영어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데

평균 17.66점의 향상도를 보이고 있다.

■ 영어교사 국외연수

영어교사의 원어민화 4단계 연수의 최고 단계이다. 원어민을 대체하여 학교 영

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수 있는 영어교사 양성을 목표로 2008년 영국 옥스퍼드

세인트 클레어즈와 MOU를 체결하여 현지 학교 수업 참관 및 실습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10년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미국 와이오밍주 노스웨스

트 칼리지등 연수 기관과 연수 인원을 확대해 가고 있다.

[영어교사 원어민화 4단계 연수 실적]

(단위 : 명)

연도
연수명

2007 2008 2009 2010 계

초등 중등 계 초등 중등 계 초등 중등 계 초등 중등 계 초등 중등 총계

1

단계

자율

연수

EOT 30 15 45 221 85 306 292 60 352 144 32 176 687 192 879

원격화상 ․ ․ ․ ․ ․ ․ 263 67 330 0 263 67 330

교사개인별 ․ ․ ․ ․ ․ ․ 51 7 58 0 51 7 58

TESOL ․ ․ ․ 7 10 17 56 14 70 73 15 88 129 29 158

연구모임 ․ ․ ․ ․ ․ ․ 414 115 529 39 23 62 453 138 591

2

단계

직무

연수

방학중집중연수 175 70 245 347 107 454 243 54 297 222 58 280 987 289 1,276

ICT활용초중등

영어수업설계(원격)
78 46 124 176 101 277 ․ ․ ․ ․ ․ ․ 254 147 401

초등재미있는

영어수업(원격)
279 ․ 279 ․ ․ ․ ․ ․ ․ ․ ․ ․ 279 ․ 279

초등EIC직무연수 30 ․ 30 ․ ․ ․ ․ ․ ․ ․ ․ ․ 30 ․ 30

수업사랑방 ․ ․ ․ 41 ․ 41 ․ ․ ․ ․ ․ ․ 41 ․ 41

3단계 심화연수 19 22 41 42 43 85 51 51 102 50 50 100 162 166 328

4단계 국외연수 ․ ․ ․ 53 53 106 21 19 40 46 59 105 120 131 251

계 611 153 764 887 399 1,286 1,391 387 1,778 574 237 811 3,456 1,166 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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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발전 계획

영어교사 원어민화 4단계 연수를 이수 한 교사가 2008～2009년 각종 전국 영어

수업 대회를 석권하였다. 하남초등학교 안정혜 교사가 전국 영어수업 개선 연구

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신암초등학교 정지영 교사가 전국 EBS 영어교

육방송 활용 수업대회에서 전국 1위를 하는 등 우리 시교육청 영어교사의 수업이

전국 최고의 수준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2010년 미국 와이오밍 주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9월부터 6개월간 초․

중등 영어교사 28명이 연수를 이수한 후 미국 교사 자격증을 받도록 하고 원격

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 교사는 미국 학생에게 미국 교사는 한국 학생에게

상호 문화 관련 수업을 교대로 실시할 예정으로 단순히 연수 그 자체의 단계를

넘어 국제 교환 수업과 문화교류의 차원으로 승화되어 우리 영어교육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우수영어교사 인증제

개       요

전국 최고의 영어교육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하는 영어교사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바람나는 근무 풍

토를 조성하고 학교 수업능력을 높여 학생 중심의 실용영어교육이 획기적으로 향

상되도록 우수영어교사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 인증제는 영어교수이론 시험, 영

어 말하기 평가, 영어수업 실기평가를 거쳐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한 교사에게

TEE-Competent Speaker Level, TEE-Advanced Speaker Level, TEE-Native

Speaker Level 3가지 종류의 인증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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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E-Competent Speaker Level

교육경력 3년 이상인 교사가 연수지수 30점 이상에 도달하면 응시할 수 있는데

연수지수는 영어연수 및 수업공개 실적, 영어교과담임 경력 등을 지수화한 것이다.

1단계는 영어교수이론 시험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문제 은행을

활용하고, 2단계 영어 말하기 평가는 IBT방식의 국가 공인 말하기 능력 평가를

도입하며 3단계 영어수업 실기평가는 영어 전문가의 수업 진단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에 도달한 교사가 인증을 받게 된다. 2010년 194명(초등 105, 중등 89)이 국가

공인 영어 말하기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수업 실기평가를 거쳐 102명(초등61, 중등

41)이 최종 인증을 받았다.

■ TEE-Advanced Speaker Level

교육경력 5년 이상인 교사가 연수점수 70점 이상에 도달하면 응시할 수 있다.

TEE-Competent Speaker Level과 절차는 같으나 이 단계의 인증을 받은 교사에

게는 국외 6개월의 심화연수 기회가 주어지며 지역 내의 신규 영어교사의 멘토로

활동하게 된다. 2010년 23명(초등 13, 중등 10)이 국가공인 영어 말하기 공인 2급

이상을 취득하고 전국 각 대학의 교수로 구성된 심사단으로부터 수업 실기 평가

를 받아 최종 인증을 받았다.

■ TEE-Native Speaker Level

TEE-Competent Speaker Level 인증을 받은 교사가 국외 6개월의 심화연수를

이수하고 영어 말하기 평가 공인 1급을 취득하면 받게 되는 인증 단계이다.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의 최고 단계로 일정 기간 연구 활동비를 지원 받게 되며 각종

영어 연수 강사와 경력 교사의 멘토로 활동하고 궁극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를 대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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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발전 계획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는 2009년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년 시행에 들어가 교사 249명(초등 137, 중등 112)이 참가하여 TEE-C 인증

에 102명(초등 61, 중등 41), TEE-A 인증에 23명(초등 13, 중등 10)이 합격하였

다.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더욱 확고

히 하여 학생중심의 실용영어교육이 확산되고 전국 최고의 영어교육의 위상을 공

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제2외국어교육 강화

세계화 시책에 부응하여 초․중등 학생 및 교사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제

고하며, 제2외국어 교실수업 개선 및 활성화와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이해를 증진

하고 제2외국어 교과와 관련하여 국제교류활동을 위한 자생적 연구회나 동아리활

동을 독려함으로써 제2외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 제2외국어 선택 확대 및 연수 강화

개       요

영어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계층 간 영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교육 보

완 및 영어교육 혁신은 물론 상시적인 영어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자 단위학교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은 물론 EBSe 영어전용방송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컨텐츠 개발을 통한 온․오프라인 활용 여건을 구축하였다. 이에 우리 시교육

청에서는 EBSe 영어전용방송 시청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고, EBSe 활용 설명

회를 개최하며 EBSe 활용 선도학급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영어교육방송의 일반화

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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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외국어 교사 워크숍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사 119명을 대상으로 교과별 현안문제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제2외국어 교사 연수 지원

자율연수 프로그램 권장을 통해 교사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도모하고

국립국제교육원 한일 문화․학술교류 사업을 통하여 매년 4명의 교사를 선발하여

방일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다.

■ 제2외국어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하고 광주외

국어교육 홈페이지에 제2외국어 메뉴를 개설·운영하였다.

■ 제2외국어 학교간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지원

제2외국어 관련 국제교류활동을 활성화하고자 고등학교 6교, 교사동아리 2팀에

국제교류 학습비를 지원하였고, 국제교류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였다.

■ 제2외국어교과 원어민 강사비 지원

제2외국어 원어민 강사 활용 신청학교를 접수받아 2009년에 4개교 11,160천원,

20010년 9개교 56,220천원을 지원하였다.

■ 제2외국어 선택 확대 및 연수 강화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독어, 불어 등의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고 제2외

국어 교사 연수 강화를 위하여 직무연수 및 심화연수과정을 개설하고 부전공 교

사 대상의 심화연수를 적극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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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외국어 선택과목 대학 위탁교육 확대(2007～2010)

위탁기관과의 협의회 및 위탁교육과정 운영위원회 협의과정을 통하여 대학과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제2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도

여름학기에는 프랑스어 17명, 독일어 9명, 러시아어 13명, 스페인어 31명 등 총 70

명의 학생이 이수하였다.

성과 및 발전 계획

제2외국어 교사의 사기 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제2외국어 교실수업개

선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또한 제2외국어 국가와의 상호 교류를 통한 문화

이해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며 제2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로

학생들의 제2외국어 습득 기회를 증대시키고 대학과 연계한 위탁 교육 실시로 학

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향후 제2외국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확대에 따른 제2외

국어 선택 및 교육과정운영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제2외국어 원어민

강사 지원을 확대하고 제2외국어교사 사기 앙양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다.

나. 제2외국어 과목 대학 위탁교육 실시 확대

개       요

위탁교육 과목인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는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편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 학생 수가 적고, 학생들이 각 학교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정학교에 과목별 교원이 배치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 학생이 희망하는 희소 제

2외국어 과목을 대학에 위탁하여 교육함으로써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이수 기회를 확

대하고, 외국어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한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전국 최초로 2004년도에 우리 시교육청과 조선대학교(외국어 대학) 간의 협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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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과 목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독일어 불어 총계

비 고
일

반

전

문
계
일

반

전

문
계
일

반

전

문
계
일

반

전

문
계
일

반

전

문
계 일반 전문 계

2007
수강

학생수
12 22 34 9 21 30 14 13 27 35 56 91

62개교중

17교 신청

2008
수강

학생수
6 12 18 7 8 15 0 0 0 13 20 33

63개교중

10교 신청

2009
수강

학생수
12 5 17 10 3 13 0 0 0 3 7 10 11 23 34 36 38 74

65개교중

13교 신청

해 대학 위탁교육이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추 진 실 적

희소 제2외국어 과목 대학 위탁교육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스

페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스페인어Ⅱ, 러시아어Ⅱ, 아랍어Ⅱ 6개 과목을 조

선대학교 외국어대학에 위탁하여 여름ㆍ겨울방학 각각 3주 동안 학기당 51시간씩

총 102시간(6단위)을 실시하고 있다.

운영방법은 내국인 강사와 원어민 강사의 교차 강의로 이루어지며 원어민 강의

시에는 보조교사와 팀티칭을 이용하고 있는데 2009년 여름학기 부터는 프랑스어

와 독일어 과목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제2외국어 대학 위

탁교육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외국어 대학 위탁교육 현황]

(단위 : 명)

성과 및 발전 계획

2004년도에 전국 최초로 제2외국어 대학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국 시․도교육

청의 위탁교육 일반화에 기여하였으며, 소수 학생들이 희망하는 희소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 과목 선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200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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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행정 혁신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제1회 광주․전남 혁신대상』

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위탁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 중 2004～2005학년도에 3

명, 2006학년도에 3명, 2007학년도 1학기에는 1명의 학생이 해당학과에 수시 합격

하였다. 2009년도부터는 프랑스어와 독일어 과목의 신청을 받아 운영 중에 있어

학생들의 소인수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중심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편성․운영을 지원하고자 희소 과목

소수 희망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4.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21세기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

하고 국제교류 체험학습을 통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 이해 및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은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개       요

단위 학교별 국제교류학습비를 지원하고 교원단체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국외교육기관 및 정부와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과․재량활

동을 통한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에 국제이해교육 관련 강좌

를 개설․운영하였다.

추 진 실 적

■ 학교간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추진 지원

국제 교류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저소득층 학생 교류학습비를 지원

(2008년 10교 40,000천원, 2009～2010년 30,000천원)함으로써 자매결연을 통한 국

제 문화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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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외국어교과 관련 연구회(동아리) 국제교류활동 지원

자생적 제2외국어 교사 연구회(동아리)의 국제교류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매년

중국어와 일본어 각 팀당 250만원의 교류학습 활동비를 지원하였다.

■ 교원단체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

국제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교류를 실시하는 교원단체에 1,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 국제이해교육 실시

광주광역시청의 국제자문대사를 활용하여 중․고등학교 15교 7,385명을 대상으

로 국제이해교육 강연을 실시하였고 교과 및 재량활동을 통한 국제이해교육을 실

시하였으며,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유네스코 주관 CCAP(Cross Cultural

Awareness program)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성과 및 발전 계획

단위학교별 국제교류활동 지원, 국제교류를 실시하는 자생적 교사동아리 및 교

원단체 지원, 국제자문대사, 재량활동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국제이해교육을 실시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국제적 안목 배양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 함양,

국제교류체험학습을 통한 다양한 국제문화 이해 및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및 미래

사회를 주도할 글로벌 인적자원을 육성하여 광주교육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제교류활동 지원 및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학교 교육과정

에 국제이해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편성․운영할 것을 권장하며 일선학교에 국제

이해교육 전문강사 초청강연회를 갖도록 권장함으로써 국제화 시대 글로벌 마인

드를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