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겨울 외국어 프로그램 안내■
Ⅰ. 수강기간
ㆍ영어강좌(일반영어, 1:3영어, 미드영어, CNN영어 등) 2014. 12. 29. ~ 2015. 2. 13. 매주 월~금
ㆍ중국어 기초강화반, 중국어 입문 2015. 1. 6. ~ 2. 12. 매주 화,목
ㆍ일본어 초급 2015. 1. 6. ~ 2. 12. 매주 화,목
ㆍ토익600 초급반[A,B], 토익800 중급반[A,B] 2015. 1. 5. ~ 2. 13. 매주 월~금
ㆍ실전문제풀이[종합] 2015. 1. 5. ~ 2. 12. 매주 월~목
ㆍ토익 스피킹A, 오픽B 2015. 1. 5. ~ 2. 4. 매주 월,수 , 토익 스피킹B, 오픽A 2015. 1. 6. ~ 2. 5. 매주 화,목

Ⅱ. 접수기간
ㆍ2014. 12. 1.(월)부터

- 인터넷 선착순 접수

Ⅲ. 접수방법
ㆍ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인터넷 수강신청 -

http://iile.kongju.ac.kr

■입금계좌번호 : 농협 450-01-002563(공주대학교)■

Ⅳ. 수강료
ㆍ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 130,000 원 (할인대상자 / 110,000 원)
110,000 원)

ㆍ영어(미드, CNN영어 등), 일본어, 중국어회화 : 130,000 원 (할인대상자 /

ㆍ1:3 소수정예반 : 170,000 원 (할인대상자 / 150,000 원)

Ⅴ. 할인혜택
ㆍ본교재학생(휴학생 제외), 교직원 및 가족, 두 강좌 수강, 한 가족 2인 수강자
ㆍ할인대상자는 할인증빙서를 2015. 1. 9.(금)까지 행정실에 제출 , 수강료 입금 시 일반수강료를 입금하고, 할인증빙서를 행정실로 제출하면 개강 후
은행계좌로 환불됩니다.

Ⅵ. 유의사항
ㆍ수강취소로 인한 전액환불 신청은 2014. 12. 29.(월)까지만 가능/ 강좌변경은 2015. 1. 2.(금)까지
ㆍ강좌별 개강 후에는 개인적 사유로 인한 취소 환불은 불가
ㆍ1:3영어 수업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ㆍ수업의 시간, 날짜, 강사 등은 국제교육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국제교육원 행정실 (041) 850 - 886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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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국제교육원 강좌 안내
[신관캠퍼스]
영어회화[성인반]
강좌명

시간

강좌설명

요일

강사

기간

정
원

수강료

A 07:50~08:40
기초
(레벨1)

B 14:00~14:50 영어를 시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영어에 대한
C 16:00~16:50 흥미를 가질 수 있게 간단한 어휘, 문법 학습을
D 18:30~19:20 통해 영어 표현에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유도.
E 19:30~20:20
A 07:50~08:40

초급
(레벨2)

B 09:00~09:50
C 10:00~10:50
D 13:00~13:50
E 20:30~21:20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며 단어의 나열에서
벗어나 문장을 활용하는 연습을 심화하는 단계.
동시에 대화 기법을 배우고 회화를 통해 자연스
럽게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A 07:50~08:40
B 09:00~09:50 문장의 기본 구조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구사할
중급
(레벨3)

C 10:00~10:50 수 있으며, 조금씩 난이도가 있는 대화 기법
D 11:00~11:50 (conversation strategy)을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E 13:00~13:50 어휘의 한계는 있으나 self-correction을 시작한
F 17:00~17:50 다.
G 20:30~21:20

월~금 원어민

2014.12.29
~2015.2.13

15

130,000원

기본적 시제나 전치사, 대명사의 사소한 실수는
A 07:50~08:40 현저히 줄어들고 다양한 어휘를 통해 자신의 생
고급
(레벨4)

B 09:00~09:50 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C 10:00~10:50 세분화된 시제 및 문장 구성에 대한 자신감과
D 19:30~20:20 정확성이 있으며 단순한 형태의 토론(debate)에

A 17:00~17:50
미드영어
(레벨2 이상)
-Glee

B 18:30~19:20
C 19:30~20:20
D 20:30~21:20

2014.12.29
월~금 원어민
도 참여할 수 있는 단계이다.
~2015.2.13
영화 및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를 통해 문

15

130,000원

15

130,000원

10

130,000원

법의 틀을 벗어나는 재미있는 구어체 표현을 익
히며 간단한 대화 표현을 습득하며 영화와 그
외에 다양한 듣기자료를 통해 영어능력을 향상
시킨다.

A 13:00~13:50
생활영어

B 14:00~14:50

영어를 새로 시작하거나 영어에 자신감이 없는

회화

C 15:00~15:50

성인을 위한 초보 영어

월~금

원어민

월~금

원어민

2014.12.29
~2015.2.13

D 16:00~16:50
CNN 관련 시사, 정치, 경제, 문화, 엔터테인먼트에

CNN영어

A 09:00~09:50 이르기까지 다양한 뉴스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레벨4이상)

B 10:00~10:50 스스로 준비하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말하

2014.12.29
~2015.2.13

기·듣기 실력이 쑥쑥 향상되는 단계
오픽

A 09:00~10:40
B 10:50~12:30

영어 스피킹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문도 연다!
<OPIc>
IL 레벨 이상 혹은 토익600점 이상 대상

화, 목
월, 수

민혜란

2015.1.5.~.2.4

130,000원

2015.1.6.~.2.5

가장 기본적인 토익 스피킹 관련 정보를 알려주
토익
스피킹

A 09:00~10:40 고 유형 분석 및 실전 문제 등을 통해 토익 스 월, 수
B 10:50~12:30 피킹 감각을 끌어올리는 수업.

화, 목

민혜란

2015.1.5.~.2.4

130,000원

2015.1.6.~.2.5

레벨5이상 혹은 토익600점 이상 대상

초급
라이팅
(기초)

A 07:50~08:40
B 11:00~11:50

배우고 익힌 어휘, 문장을 활용하면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실력이라도 쓰기를 할 수 있다.
완전 초보 글쓰기 과정!

월~금

매튜

2014.12.29
~2015.2.13

10

130,000원

소수집중영어 강좌 안내
■ 1:3 소규모 영어회화 프로그램
■ 마음 맞는 친구, 동료, 선후배 끼리 맞춤형 교육
■ 강의 전 의견조율을 통해 강의내용, 교육수준 협의
■ 수강생들이 원하는 형태(영어면접, 비즈니스회화, 영문이력서 등등)

영

강 좌 명

시
간

어

회

화 (맞춤형 소수 집중반)

강 좌 설 명

요 일

기 간

정원

수 강 료

마음 맞는 친구, 동료, 선후배 3명이 모여
07:50~
1:3 영어

--~21:20

팀을 짜서 서로 원하는 형태의 회화수업을
만들어가는 맞춤형 강좌 (최대 5명까지 가능)
1:3수업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팀 구성해서 전화부탁드립니다

월~금

2014.12.29.
~2015.2.13

3

170,000원

일본어회화
강좌명

시간

일본어 초급

18:30-20:20

강좌설명

요일

강사

기간

수강료

화, 목

미정

2015.1.6.~2.12.

130,000원

요일

강사

기간

수강료

화, 목

미정

2015.1.6.~2.12.

130,000원

기초 회화를 통해 중국어에 흥미를 가 화, 목

미정

2015.1.6.~2.12.

130,000원

일본어를 처음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
를 위한 강좌

중국어회화
강좌명

중국어
기초강화반

시간

강좌설명

중급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국어회
10:00~11:50

화 기초를 다지는 단계
(중국어 입문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수강생 대상)

중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중국어 입문

18:30~20:20

질 수 있도록 한다.

∽겨울방학 국제교육원 토익∝
-토익
강좌명

시간

만점 강사의 꿀잼 강의강좌설명

요일

강사

기간

수강료

월~금

김학인

2015.1.5~2.13

13만원

월~금

김학인

2015.1.5~2.13

13만원

월~금

김학인

2015.1.5~2.13

13만원

월~금

김학인

2015.1.5~2.13

13만원

월~목

전기석

2015.1.5~2.12

13만원

수강생들이 인정한 쉽고 재밌는 강의
토익 600 초급반 A

09:10~10:30

600점대 진입을 위한 필수 입문 과정
(교재: ETS 토익 Starter L/C, R/C)
다양한 유형의 실전 난이도 문제풀이 연습

토익 800 중급반 A

10:40~12:00

800점대 진입을 위한 고수의 비법 전수 과정
(교재: ETS 토익 Prep Book L/C, R/C)
수강생들이 인정한 쉽고 재밌는 강의

토익 600 초급반 B

17:00~18:20

600점대 진입을 위한 필수 입문 과정
(교재: ETS 토익 Starter L/C, R/C)
다양한 유형의 실전 난이도 문제풀이 연습

토익 800 중급반 B

19:00~20:20

800점대 진입을 위한 고수의 비법 전수 과정
(교재: ETS 토익 Prep Book L/C, R/C)
실전에서 꼭 알아야 할 점과 놓치기 쉬운 점을 자세하게

실전문제풀이-종합

18:30~20:10

정리하는 실전 적응 과정
(교재: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L/C+R/C 1200)

문의: 041-850-8867,8,9 // 홈페이지: http://iile.kong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