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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영어마을



 1. 교육대상(장소, 일정, 입소방법 등) 

   ○ 교육장소 : 대구경북영어마을(경북 칠곡군 지천면 송정수정길 57)

                 Tel. 054-970-1526 / Fax. 054-970-1508

   ○ 교육일정 : 4박5일 합숙 영어체험학습(입소식 10:30, 수료식 13:00)

                 교육당일 학교에서 9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임

   ○ 입소방법 : 단체입소(영어마을에서 셔틀버스 무상 제공함)

   ※ 총괄담당자 : 김문환(054-970-1526, munhwan@yjc.ac.kr)

  2. 교육목적(특징)

   ○ 초등학생들에게 국가수준 5학년 교육내용(Hi-Five)을 중심으로 학교

    수업과 연계해서 영어사용능력 향상에 기여 

   ○ 외국과 유사한 각 상황별 체험학습을 실시해서 영어사용에 대한 자신감  

    향상 및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 2013년 사전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실질적인 영어능력 향상 목표

      ① 영어마을 입소전 사전학습(예습) → ② 4박5일 체험(수업) → 

      ③ 사후 사이버수업(복습) 실시                        

  3. 프로그램 구성

교과학습

(Academic

Subjects)

집중적인 영어학습을 목표로 ESL 수업 경험이 풍부한 검증된 교사

들의 진행아래 미국 현지 학교의 수업과정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

는 프로그램(Math, Science, Music, P․E, Cooking, Art 등)

체험학습

(Situational 

Learning)

외국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원어민 교사들과 함께 실

제적으로 체험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현실상황과 유사한 환경 속에

서 영어로 자연스럽게 상황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체험 프

로그램(Airport, Broadcasting, Bank, Hotel 등)

야간활동

(Night-time 

Activities)

Orientation, Ice Breaker, Dance 등 다양한 게임과 신나는 활동

을 통하여 즐겁게 영어를 습득함과 동시에 하루 동안의 체험효과를 

극대화 하는 프로그램

신재생에너지수업

(New Energy 

Class)

에너지의 소중함과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깨닫고, 지구의 환경
문제에 대하여 배우는 프로그램
(연료전지에너지,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4. 프로그램 시간표(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08:00-08:45 Exercises/Breakfast

09:00-09:45
P·E I
(체육)

Math Ⅲ

(수학)

Writing
(영어)

Arts I
(미술)

10:00-10:45

OC/Airport
(10:30-)

P·E II
(체육)

Math Ⅳ

(수학)

Speaking
(영어)

Arts II
(미술)

11:00-11:45 Post office Drama Police station
Science Ⅲ

(과학)

11:50-13:30 Lunch/Open-ended Activities

13:45-14:30 Broadcasting
Science I

(과학)
Music I
(음악)

P·E Ⅲ
(체육) 

C·C
(13:00~13:30)

14:45-15:30
Reading
(영어)

Science II
(과학)

Music II
(음악)

Gift Shop

15:45-16:30
Math I

(수학)

Cooking I
(실과)

Energy I Cyberclass I

16:45-17:30
Math II

(수학)

Cooking Ⅱ
(실과)

Energy II Cyberclass II

17:40-18:50 Dinner/Open-ended Activities

19:00-19:45
Night-time 
Orientation

Ice Breaker
Scrambled 

Words
Dance

20:00-21:30 Free talking with roommate

21:30-22:00  Shower, Health Check up & Bed time



5.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내용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5학년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7개 교과목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영어)의 교육내용을 영어마을에서 구성하여     

    운영한다. 각 교과목의 교육내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교과학습(Academic Subjects)

과 목 명 내  용

Language Arts
 파닉스, 어휘, 문장구조 등의 이해를 돕는 목적으로 모든 과목에 

걸쳐 학습하는 수업

Math(수학)  도형/무게와 넓이의 여러가지 단위

Science(과학)   지구와 우주/지구와 달, 태양계와 별

Arts(미술) 

 주제 표현(주제의 특징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표현 방법(여러 가지 표현의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 방법을 익혀

서 표현하기

Cooking(실과)
 가정생활/나의 영양과 식사

 (영양과 식품, 간단한 조리)

Physical 

Education(체육)

 경쟁활동/필드형 경쟁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과 게임전략, 자기 책임감)

Music(음악)
 활동/음악을 몸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듣고 부르기, 바른 주법으

로 연주하기,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

Social Studies 

 신문과 잡지, 뉴스 프로그램에서 선택한 내용을 바탕으로 팀별 

인터뷰/녹화/청취를 하며 창의력과 영어 표현력, 자신감을 키우는 

수업

Family & Culture 
 실제 서양의 가정과 유사한 시설에서 현지가정의 일상생활을 영

어로 체험하는 수업 

History

 재미있는 영미권 역사이야기를 통해 이야기 속에서 접하는 문장

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음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을 이끌어내는 수업



  2) 체험학습(Situational Learning)

과 목 명 내  용

Airport/

Immigration/

In Flight 

 체크인, 짐찾기 등 출입국시 필요한 절차를 몸소 체험해 보고 해

외 출입국 시 접하게 되는 출입국 사무소의 절차, 기내에서 사용

되는 대화에 필요한 단어, 표현 등을 실제 비행기 내에서 배우며 

체험할 수 있는 수업

Bank
 출금, 환전 등 기본적인 은행용무를 위한 단어와 표현을 배우고  

체험해 보는 수업

Post Office
 해외에서 우편물을 보내거나 받을 때 필요한 단어 및 표현을 배

우고 실제와 같은 우편물 보내기 및 받기 체험을 하는 수업

Police Station
 각종 신고, 사고처리, 길 묻기 등 경찰과 영어로 이야기해야 하

는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수업

Gift Shop  각종 기념품의 종류를 영어로 배우고 구매 절차를 체험하는 수업

Clinic
 병원의 종류,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상황과 절차에 대한 학습과 

질병에 대한 증상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수업

Hotel
 호텔 프런트데스크가 꾸며진 공간에서 체크인, 체크아웃 등과 같

은 호텔 관련 대화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보는 수업

Pet Store  각종 애완동물의 종류와 각각의 관리방법, 습성 등을 배우는 수업

Grocery Store  각종 식료품의 종류를 영어로 배우고 구매 절차를 체험하는 수업

Video Store
 다양한 영화 장르를 영어로 배우고 비디오, DVD, 게임 등을 대

여하는 체험을 하는 수업

Print Shop

 각종 사무실 소모품 및 사무기기 이름 및 사용법을 영어로 학습

함과 동시에 문서 및 그림 자료를 제작, 편집 및 프린트 할 수 있

는 수업

Fastfood 
 자신의 기호에 맞게 주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단어와 표현을 배

우고 실제와 같이 주문을 해 보는 수업

Transportation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각종 대중교통 수단 이용 시 필요한 단어

와 표현을 배우고 교통시설 이용방법을 체험하는 수업

Broadcasting
 학생들이 선택한 주제내용을 바탕으로 뉴스 대본 만들기/아나운

서와 리포터가 되어 카메라 앞에서 실제 방송을 체험하는 수업



과 목 명 내  용

Situational Class

 ① 연료전지에너지(Fuel Cell Energy) 

 ② 태양광에너지(Solar Energy) 

 ③ 태양열에너지(Solar Thermal Energy)

 ④ 풍력에너지(Wind Energy)

 ⑤ 지열에너지(Geothermal Energy)와 관련된 과학 체험 수업과 

에너지 절약(Energy Conservation)에 관하여 에너지 자원의 고갈

문제와 지구 온난화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수업 

Academic Class
 신재생에너지체험관에서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단어와 문장 및

Story를 만들어 Writing 수업 진행

  3) 야간활동(Night-time Activities)

과 목 명 내  용

Quiz Competition  
 모든 학생들이 각 과목에서 수준별로 출제되는 퀴즈를 맞추고 상

품도 탈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

Ice Breaker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하여 쉽
게 친구를 사귀면서 사회성을 높여주는 놀이

Scrambled Words
여러 가지 알파벳을 섞어서 단어 맞추기 놀이를 통하여 어휘력을 
늘리는 게임

Don't Break the 

Egg

 달걀이 깨지지 않도록 창의력을 발휘하여 스폰지, 솜, 종이상자, 

나무 등을 이용, 달걀을 감싼 후 각자의 방법과 떨어뜨린 후의 결과

를 발표하는 시간 

Movie Night
 다양한 영화를 보고 전체 이야기 스토리와 등장인물의 성격 등 영

화감상과 토론을 하며 이해를 넓히는 시간

Dance  다양한 국가 및 민족의 댄스를 배워보는 시간

  
  4) 신재생에너지수업(New Energy Class)

  ※ 교육과정 편성 운영 예시

  ○ 5학년 기준 월 ~ 금 1주간 교육이수 시간 29시간 중 7개 교과목(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의 교육내용을 영어마을에서 동일하게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각 교과별 19시간 배정(영어마을 1주간 총 이수시간은 34시간임)

  ○ 나머지 10시간은 교외체험활동으로 적정 배분하여 학교별 편성 운영 



6. 식단표(예시)

구분 MON TUE WED THUR FRI

Breakfast

그릴드토스트
콘스프

빅팝시리얼
우유

해쉬브라운
빌소시지구이

오렌지

쌀밥
쇠고기미역국
돈육장조림

두부찜
무청무침
포기김치

바이오거트

미니크로아상
치즈빵

본레스햄구이
오레오씨리얼

우유
스크렘블에그

사과

쌀밥
수제비국

고추장불고기
어묵조림
구운김

포기김치
엔요

Lunch

쌀밥
브로컬리스프
햄벅스테이크
양념웨지감자

만다린콘샐러드
포기김치

유기농포도주스

베이컨볶음밥
계란후라이
콩나물국
새우튀김

떡갈비조림
단무지
화인쿨

쌀밥
돈까스

맛감자튀김
황도샐러드

피클
코코팜애플

야채볶음밥
사천짜장

해물짬뽕국
오렌지탕수육

만두튀김
단무지무침
매실쥬스

스파게티
페파로니피자

야채스프
푸딩
피클

알로에주스

Dinner

기장밥
닭개장

오삼불고기
치킨너겟
오이생채
깍두기
빅파이

쌀밥
부대찌개
떡볶이

오징어링
닭봉구이
백김치

초코머핀

쌀밥
어묵국

버섯불고기
계란찜

단호박크로켓
포기김치
미니호떡

흑미밥
참치김치찌개
닭야채볶음

비엔나케찹볶음
청경채겉절이
알타리김치
고구마맛탕

  7. 입소준비 

  1) 준비물 : 책가방 지참 필수

   ① 문 구 류 : 필기도구 및 노트 등

   ② 세면도구 : 치약, 칫솔, 비누, 샴푸, 수건 2장, 머리빗, 로션 등 개인 용품 

   ③ 의    류 : 충분한 여분의 속옷, 평상복, 잠옷, 양말, 운동화

   ④ 개인약품 : 개별 복용약품(항생제, 감기약 등)은 필히 지참

                기본 약품은 영어마을 내 양호실(24시간 운영)에서 상비 

   ⑤ 기    타 : 개인 물통 또는 생수통(기숙사내 사용)

  2) 퇴소안내 : 금요일 수료식 후 13:30경에 영어마을에서 출발

  3) 기타사항

   - 간단한 생필품은 영어마을 내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귀중품은 분실의 우려가  

 있으니 지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핸드폰, MP3 Player, 카메라 등)

   - 학생들은 20:00 이후 수신자부담 전화(콜렉트콜)로 각 가정에 전화가 가능합니다.

  입소 후 면회/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교육 중 학생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물품이 있다면 택배를 이용하여 영어마을 행정실로 보내주시면 학생에게 전달됩니다. 

  문의 : 대구경북영어마을 행정실 054) 970-1500 홈페이지, www.dgev.ac.kr 참조

  감사합니다.



대구경북영어마을 사전학습프로그램 안내문(2013년 신설)

◎ 프로그램 개요

  ·수강대상 : 4박5일 프로그램 입소예정 학생으로 학교별 공문 표기된 기일내 실시

  ·소요시간 : 총 88분(1~5강) ※ 사전테스트는 30분 소요됨

  ·수강문의 : 054) 970-1555, 1527

◎ 프로그램 특징

  ·학생들이 4박5일 과정에서 다루어질 주요 영어표현들을 입소 전에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로 원어민 교사들이 수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영어표현들을 직

접 정리하여 구성

◎ 프로그램 내용

  ·영어마을에서 자주 사용되는 상황학습 영어표현(학습영어) 4개 차시와 수업진행 영

어표현(교실영어) 1개 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4박5일 과정 입소 전에 학습

하고 입소함으로써 원어민 교사가 진행하는 상황체험형 영어수업에 보다 쉽게 적응할 

뿐만 아니라 교육 만족도와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온라인 영어학습 프로그램

  ·상황체험 수업주제별 필수어휘 및 각 어휘를 활용한 핵심 표현으로 내용 구성

구분 강의 소요시간 콘텐츠 내용 구성

학습영어

1강 22분 Introduction, Airplane, Bank, Cooking, Police Station etc

2강 20분 Transportation, Hospital, Library, Broadcasting etc

3강 17분 Supermarket, Pet Shop, Print Shop, Restaurant,etc

4강 16분 Science, Economics, Math, Energy, Art, Music etc

교실영어 5강 13분
Before the class begins, Beginning the lesson, 

Keep the rules, Questions and answers

◎ 프로그램 수강방법

  ·인터넷 주소창에 http://cyber.dgev.ac.kr을 입력하여 사이버영어마을 홈페이지로 접속

  ·영어마을에서 안내하는 ID와 PW로 회원가입 후 실시 - 공문 참조

  ·상단의‘프로그램안내’메뉴 클릭 후 좌측 메뉴에서‘사전학습프로그램’클릭하여 수강

◎ 사전학습프로그램 수강 후 사전테스트 응시

  ·영어마을에서는 학생들의 입소 전주에 그룹배정을 실시하므로 5일전까지 사전학습 프

로그램 수강 및 사전테스트 응시가 완료되어야 함(학생안내 및 지도 협조)

  ·사전테스트는 사이버영어마을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우측 하단의「사전테스트 받기」 

버튼 클릭하여 응시(응시기회는 한번뿐이며, 재응시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