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번호 6-5 공약명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추진부서 평생교육과 과장 이복우 / 인재양성팀장 권남숙 / 주무관 박영숙(☎665-2184)

추진상황

진도율
(%)

추진완료 추진중
미추진 보류

종 결 지속추진 정상 일부추진

100 ○

 □ 사업목표 

  ○ 외국어 교육 강화 프로그램 및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마인드 함양
최종목표 연도 목       표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

2018년 ∙ 교육국제화특구 기반 구축

2019년 ∙ 교육국제화특구 기반 강화

2020년 ∙ 교육국제화특구 특화사업 발굴

2021년 ∙ 교육국제화특구 특화사업 발굴

2022년 ∙ 차별화된 교육국제화특구  

 □ 사업개요

  ○ 지역주민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교육 
    -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필리핀 현지 원어민과 1:3 수업) 
  ○ 글로벌 창의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 대구경북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 대구 북구 전국 영어 콘테스트 개최 
    - 청소년 영어뮤지컬 및 영어미술 지원
    - 겨울방학 중등 영어캠프 운영
  ○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 찾아가는 중학생 세계시민교육 운영
    - 세계시민교육 직원 아카데미 운영
    - SPEAK UP! CAMP 및 GLOBAL CITIZEN CAMP 운영
 □ 사업예산



(단위 : 백만 원)
총 사업비 확보액 집행액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당초 4,973 - 796 4,177 -
3,685 - 810 2,875 - 3,409 - 766 2,643 -

현재 5,196 - 1,009 4,187 -

 

 □ 추진실적

 

일   자 추   진   내  용

2018. 1. 2.~1.29. ∙ 겨울방학 중등 영어캠프 운영(중학교 2학년 45명)

2018. 3.~5.
2018. 9.~11.

∙ 주민 외국어교육 운영(5개 강좌, 상·하반기 2회 운영, 150명 교육)

2018. 3.~12. ∙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2,458명 교육)

2018. 3.~12.
∙ 대구경북영어마을 체험학습 운영
 -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전체 학생(4,292명) 교육

2018. 4.~12. ∙ 청소년 영어뮤지컬 및 영어미술 운영(542명 지원)

2018. 10. 20. ∙ 제3회 대구 북구 전국 영어 콘테스트 개최(378명 지원)

2019. 1.3.~1.30. ∙ 겨울방학 중등 영어캠프 운영(중학교 2학년 45명)

2019. 1.~10. ∙ 청소년 영어 뮤지컬·미술·애니메이션 등 운영(765명 지원)

2019. 3.~10. ∙ 주민 외국어교육 운영(5개 강좌, 상·하반기 2회 운영, 150명 교육)

2019. 3.~10. ∙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3,088명 교육)

2019. 3.~10.
∙ 대구경북영어마을 체험학습 운영
 -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전체 학생 교육(3,724명)

2019. 6.~10.
∙ 찾아가는 중학생 세계시민교육 운영
 - 관내 중학교 1학년 55개 학급 교육(학생 1,640명)

2019. 7.29.~ 8.2. ∙ SPEAK UP! CAMP 운영(관내 중학생 30명)

2019. 8.14./ 8.16. ∙ GLOBAL CITIZEN CAMP 운영(관내 초등학생 60명)

2019. 9. 2. ∙ 세계시민교육 직원 아카데미 운영(직원 150여명)

2019. 10. 12. ∙ 제4회 대구 북구 전국 영어 콘테스트 개최(382명 지원)

2020. 1. 3.~1. 23. ∙ 겨울방학 중등 영어캠프 운영(중학생 39명)

2020. 3.~6. ∙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상반기 838명)

2020. 3.~7. ∙ 주민 외국어교육 운영(상반기 120명)



  □ 향후계획

  ○ 특색있고 차별화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발굴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만으로 교육특구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국제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에 한계가 있음
  ○ 대  책
    - 국비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주민·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특구사업을 중심으로 구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고, 새로운 사
업을 발굴·개발하여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