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NG OPPORTUNITY WORLDWIDE

주한영국문화원
어린이 어학원

중고등
영어교실
어린이를 위한 영국문화원의 안전 정책

시청 센터 City Hall Centre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19 1층
1F, 19 Seosomun-ro 11-gil, Jung-gu, Seoul

영국문화원 아동 보호 정책

TEL : 02.3789.6050

영국문화원은 모든 아동들이 1989년 제정된 UN 아동 권리 협약 제 19조에 명시된 대로 어떠한 형태의 학대로부터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지지합니다. 영국문화원에서는 아동의 거주 국가 또는 출신 국가에서 규정한 성년 나이에 관계
없이 18세 생일(UNCRC, 1989)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아동으로 정의합니다.

어린이 픽업 (Pick-up) 시스템
영국문화원의 아동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영국문화원 어학원은 어린이들의 더욱 안전한 등·하교 및 건물 출입을 위한
어린이 픽업(Pick-up)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수업이 끝난 후 학부모님 혹은 정해진 보호자 없이는
문화원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보호자와 함께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방지 정책
아동 보호 정책의 또다른 예로 아이들 사이의 학교 폭력, 왕따와 같은 행위가 수업 시간에 일어나지 않도록 영국문화원
어학원에서는 학교 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보조 선생님은 긍정적이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아동들에게 같은 조건에서 평등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목동 센터 Mokdong Centre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299 8층
8F, 299 Omok-ro, Yangcheon-gu, Seoul
TEL : 02.2644.6050
서초 센터 Seocho Centre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58 4층
4F, 58 Saimdang-ro, Seocho-gu, Seoul
TEL : 02.3472.7744

또한 영국문화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학교 폭력/왕따에 대비한 통합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쌍방의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 및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신규 등록 안내
1. 주한영국문화원 홈페이지 또는 각 센터 전화를 통해
레벨테스트를 예약
2.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센터로 방문하여 레벨테스트를 응시
3. 전문 코스 컨설턴트와의 상담 후 아이 레벨에 맞는
수업에 등록

ENGLISH COURSES
FOR YOUNG LEARNERS
language@britishcouncil.or.kr
www.britishcouncil.kr
ⓒBritish Council 2015
The British Council is the United Kingdom’s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cultural relation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80년 전통,
주한영국문화원 어학원
영국문화원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기술 부문의 대외 협력을 위한 영국 정부의 공식 기관으로 한국에는 1973년 개원하여
영국과 한국 간 교육, 문화 교류 및 영어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 영어교실

고등 영어교실

중학생을 위한 코스로 각 레벨에 맞추어 선정된 메인 교재, 영국문화원에서 자체 개발한 수업 자료들과 신문, 비디오 자료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통해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로써 영어를 이해하고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등학생을 위한 코스로 국내 대학은 물론 해외 대학 입학을 위해 요구되는 아카데믹 영어를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코스입니다. 교재뿐만 아니라 기사, 논문, 백과사전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영어로 접하면서 토론, 에세이 작성 등의
학문적인 활동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수업 대상

수업 대상

•중학교 1학년~3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3학년생

주한영국문화원 어학원은 전세계 50개국 80여 개의 어학원에서 50만여 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80년 전통의
영국문화원의 한국 지사로 성인 을지로, 강남 센터와 어린이 시청, 서초, 목동 센터로 총 5개의 어학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한영국문화원은 선생님이 다릅니다.
주한영국문화원 어학원의 선생님은 전원 원어민으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또는 런던 트리니티 대학이 수여하는 국제 공인
영어 교사 자격증(The Certificate in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 2년 이상의 교사 경험과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영어를 교육시킨 다양한 문화적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100%

학사 학위

100%

(Certificate in Teaching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CELTA / Trinity 영어 교사 자격증

수업 구성

수업 구성

•총 5개 레벨 •1레벨 : 10개월 과정 •주 1회 (토요일/일요일) 하루 4시간 수업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총 4개 레벨 •1레벨 : 10개월 과정 •주 1회 (토요일/일요일) 하루 4시간 수업

Level 5

Elementary

Pre-Intermediate

Intermediate

Upper Intermediate

이 외에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어학, 문학, 언어학, 교육학 관련 학위
・교육 관련 석사 학위
・Learning Technologies Certificate

・TYLEC/CELTYL - 어린이 영어 교사 자격증
・SEN_Special Educational Needs Certificate

주한영국문화원 어학원은 교수법이 다릅니다.
80년 전통, 영국문화원 어학원은 생활 속에 필요한 실용적인 표현을 접함으로써 영어 의사소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동기부여를 갖게됩니다. 또한 수업을 통해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며 논리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관리로 정확한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업 목표

수업 목표

•자신감있고 효과적인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발
•앞으로의 학업과 생활에 있어 경쟁력있는 영어 실력 향상
•중등 영어과정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영어 학습에 중요한 기초 실력 마련
•각 레벨에 맞는 읽기 교재 사용으로 읽기 능력 향상
•수업 주제와 읽기 자료에 근거한 과제물을 통해 글쓰기와 말하기 실력 향상

•Listening skills : 대화의 주제 파악하기, 중요 정보 확인하기, 추론 하기 등
•Reading skills : 의견에서 사실 구별해내기, 서술문을 이해하기, 정보 교환 등
•Writing skills : 리포트, 창의적인 이야기 글, 비교 글 등 작성
•Speaking skills : 조언을 해주거나 계획을 세울 때, 전화 통화 시 사용되는 표현 등 연습
•세션마다 학생의 실력에 맞추어 주어지는 3가지 프로젝트 과제 수행을 통해 각자의 목표 달성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수업 중 공부했던 것들을 실제 사용하고 학생의 레벨에 맞춘 심화 학습 진행
•한국 학생을 위해 특별 고안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