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2학기1차(가을학기) 외국어특별장학생과정수업시간표
■ 수강신청은 언어교육원 홈페이지(kli.konkuk.ac.kr)를 통하여 신청합니다.

※ 전화(화상)영어 신청 사이트는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ku.kuls.kr)

KU ENGLISH CONVERSATION
강좌명

수업기간
(요일)시간

수업안내 <교재> (수준)

비대면 원어민 1:1 영어 회화
화상영어 ? 전화영어 ?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최고의 영어회화 파트너!
화상영어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데스크탑 모두 가능합니다 !

KU 1:1 화상영어 /전화영어
(전문강사진 )

9/21~12/9
(07:00~24:00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강신청 * http://ku.kuls.kr
시간 선택)
* 화상영어 &전화영어 전문 상담 1600-0532
<신청자 전원에게 교재 제공: 코로나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레벨별 교재 소진시 인터넷에서 출력 가능>

B반 교차수강 가능.
톡톡 Media Discussion A
(Lucy Koo)

9/20~11/29
(화)
16:00 ~19:00

생각하지 못한 톡톡한 주제의 영어회화 .
100 % 원어 수업으로 진행되며 전공이 다른 이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즐기는 수업.
About the class : https://youtu.be/M-mEuBt6Ioo
<자체교재 > (중급)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

이 클래스를 꼭 들어야
하는 이유는?

10글자로 수업을
소개 해 주세요~!

수업
시수

정원
(S)
(E)

Listening 이 되지만
Speaking 이 어려울때 , 혹 언어는 말하기 실력이 최우
은 실질적으로 말하기 훈 선입니다 . 분명히 영어 공
련이 가능한 공간은 한정 부는 많이 했는데... 외국인 일대일 맞춤 원어민
100(S)20회
주5회 60회/주3회 30회/주2회
적입니다 . 자유롭게 배운
을 만나면 한마디도 하지
회화
영어를 말하기로 활용할
못한다면 ? 원어민과 대화
기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방식을 익혀 당당해지세요 !
추천드립니다 .

학기 중에 바쁠 때,
영어회화를 유지하는게
일주일에 한번의
중요합니다 .
영어회화도 도움이 됩니다. 교재에 얽매이지 않고,
영어회화 연습을 하고 싶고,
유학이나 , 취업에
여러 사람과 의견을
도움을 줄 다양한 주제를
나누는 싶은 분을 위한
접할 수 있습니다 .
수업입니다 .

수업
도구

금액

ku.kuls.kr
전화영어
화상영어
(자체솔루션 )

40만원

Keep Speaking
& Keep Going

30

8
(4)

대면

40만원

Keep Speaking
& Keep Going

30

8
(4)

대면

40만원

A반 교차수강 가능.
톡톡 Media Discussion B
(Lucy Koo)

9/22~12/2
(목)
15:00 ~18:00

생각하지 못한 톡톡한 주제의 영어회화 .
100 % 원어 수업으로 진행되며 전공이 다른 이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즐기는 수업.
About the class : https://youtu.be/M-mEuBt6Ioo
<자체교재 > (중급)

학기 중에 바쁠 때,
영어회화를 유지하는게
일주일에 한번의
중요합니다 . 꾸준히 ~
영어회화도 도움이 됩니다. 교재에 얽매이지 않고,
영어회화 연습을 하고 싶고,
유학이나 , 취업에
여러 사람과 의견을
도움을 줄 다양한 주제를
나누는 싶은 분을 위한
접할 수 있습니다 .
수업입니다 .

※ 정원안내 (S) Scholarship 외국어 특별장학생 정원을 의미. 신청시 자격요건 확인 필수 (E) 얼리버드 수강생 정원

KU TOEIC&GRAMMAR
강좌명

TOEIC Smart 800
(한병철)

수업기간
(요일)시간

9/27~11/24
(화/목)
17:15~21:00

수업안내 <교재> (수준)
많은 선배들이 2년 후에 다시 찾은 수업!
직청직해 , 이해하면서 배우는 어휘와 문법, 정확한 독해.
배우는 재미와 실력 향상 모두 잡는 한병철 쌤의 섬세한 코칭 받고 가을학
기에 토익 완성!

수업
시수

정원
(S)
(E)

기출 자료로
목표 달성

60

10(S)
4(E)

고득점 목표자를
위한 수업

30

8(S)
4(E)

대면수업

40만원

학술 영어 경험하기

30

8(S)
4(E)

비대면수업 (Zoom)

40만원

To be
a English Speaker

30

10(S)
4(E)

비대면수업
Zoom

40만원

To be
a English Speaker

30

10(S)
4(E)

비대면수업
Zoom

40만원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

이 클래스를 꼭 들어야
하는 이유는?

10글자로 수업을
소개 해 주세요~!

토익을 빠르게 정리하고
졸업 요건을 달성하려는
초중급 학생

토익은 최신 기출문제를 접
하면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함

9/28~11/23
(수)
17:00~20:45

고득점 목표자를 위해 최적화된 수업으로 ETS 실전문제 집중 풀이와
4장의 표로 정리된 효과적인 문법 설명, 문맥을 통한 어휘 접근이 특징.
토익 점수 상승과 영어 공부의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강
의!

고득점 확보를 목표로
영어실력을 다지며
토익을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

토익 고득점 확보를 위해
습득해야 할 고급 기술과
접근 방법을 제공하는
수업!

어학연수나 유학을 앞둔 분,
영어로 에세이나 논문을
써야 하는 분, 기타 이유로
고급영어 학습이 필요한 분

비원어민이 영어권
학술분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글쓰기 전략을
소개하는 강좌!

회화,토익,토플학습 준비생

취업영어인터뷰 &사내영어
대비 회화/작문훈련 집중

금액

대면(화) + Zoom(목)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종합서 LC: YBM, 2021>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종합서 RC: YBM, 2021> (초중급)

토익 900+ RC 집중반
(최정숙)

수업
도구

■ 대면수업일에 handout 배포
■ 학생들 필요에 따라 Zoom과
대면 일정은 추후 조정 가능

40만원

<자체교재 > (고급)
학술영어입문 :
단락만들기부터 에세이,
논문작성까지
(최정숙)

9/27~11/22
(화)
18:10~21:55

<미국식영작문수업 > 저자가 직접 알려주는 학술영어 글쓰기 접근방법
문법과 학술영어에 특화된 주요 용법 제공
구성력, 정보력, 작문력 향상을 위한 글쓰기 방법론 제시
직접 글쓰고 첨삭하는 실습 진행
<자체교재 > (중고급)
[스라강 시제편_Focus: 취업인터뷰 /비즈니스 &생활회화 ]

스피킹과 라이팅이 강해지는
영문법
-시제편 (Rachel)

9/27~12/6
(화)
19:00~22:00
10/18 휴강

◆
◆
◆
◆

취업영어인터뷰 /사내영어대비 &생활회화 - 회화/작문훈련 집중
시제별 문법정리와 함께 훈련을 통해 스피킹과 라이팅 실력향상
취업대비 구문반복활용훈련과 영작으로 실질 구사목표로 수업진행함
각 시제별, 수동/능동별, 조동사별 늬앙스 차이를 학습하고 ,
어체의 느낌차이를 습득하는 수업

[unit 01 - unit. 66]
Grammar in use_ Intermediate (Fourth Edition American English _미국 영
문판)
+자체교재 (개강 1~2일전 단톡방 업로드)

취업준비생

생활회화 반복훈련

[스크린 잉글리시 +1분 영어스피치 ]

스크린잉글리시 +1Minute
Speaking
(Rachel)

9/29~12/8
(목)
19:00~22:00
10/20 휴강

◆ Part 1:스크린 잉글리시
: 영화 'If Only' (주연:라이언 고슬링&레이첼 맥아담스 )
- 영화 속 중요대사들과 패턴/표현들을 학습하고 말하기 훈련
◆ Part 2: 1Minute Speaking
- 1분길이의 영어권 화법 스피치를 학습하고 ,
영어권화법이 학생에게 익숙하게 녹여질 수 있도록 훈련
◆ 나만의 에세이를 강사첨삭으로 다듬어,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시간

영어권 화법에 근접한 회화를
연습하고, 장문으로
나의 이야기를 보다 영어적으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
취업준비생

회화/작문훈련 집중
생활회화 반복훈련

<교재: 자체교재 >

※ 정원안내 (S) Scholarship 외국어 특별장학생 정원을 의미. 신청시 자격요건 확인 필수 (E) 얼리버드 수강생 정원

KU 일본어
강좌명

초급 일본어회화
(박은정)

수업기간
(요일)시간

수업안내 <교재> (수준)

9/20~12/1
(화/목)
17:30~19:00

2022년 가을학기 초급 일본어 회화!
문자부터 시작하는 회화수업입니다 .문자는 물론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까지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형용사와 동사를 활용해서 일본인과의 대화도 가능
합니다.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

이 클래스를 꼭 들어야
하는 이유는?

10글자로 수업을
소개 해 주세요~!

수업
시수

정원
(S)
(E)

수업
도구

금액

일본어 초보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
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학
생.

외국어는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
문자, 발음회화까지

처음 시작하는
일본어회화

30

8(S)
4(E)

대면수업

40만원

기초가 튼튼하고
회화에 필요한
어휘와 문법.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

중급으로 점프하는
일본어 회화

30

8(S)
4(E)

대면수업

40만원

중급 심화
일본어회화 !

30

8(S)
4(E)

대면수업

40만원

일본에서 자란 네이티브 선
일본어를 더 깊이 공부하
생님이 알려주는 표현들!
고 싶은 학생! 사전에서 안
이제 일본인과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들을 익히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이실전 일본어 도전합시다 !! 30
싶은 학생! 문법적인 표현
제 번역기도 사전도 필요없
과 달리 네이티브 표현을
이 당황하지 않고 일본인과
알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
대화할 수 있다!

8(S)
4(E)

대면수업

40만원

<우키우키 일본어 > (초급) 상

중급으로 가는 일본어회화
(박은정, 김양현)

9/20~12/1
(화/목)
19:00~20:30

중급 미디어 일본어 회화
(김양현, 박은정)

9/20~12/1
(화/목)
19:00~20:30

실전 네이티브 일본어 회화
(김양현)

9/20~12/1
(화/목)
17:30~19:00

2022년 가을학기 중급으로 가는 일본어 회화!
한국인 선생님, 일본어 네이티브 선생님의 팀티칭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양수업 초급과정 마친학
데,
생
특히 중급으로 점프하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 회화 수업입
히라가나 가타가나를 공부
니다.
하고 숫자, 형용사까지 공
회화에 필요한 형용사와 동사 활용해서 말하기 연습.
부한 학생
중급과정에서 필요한 어휘능력과 기본 문법, 그리고 회화를 유창하게 말할
예전에 일본어 공부하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다시 시작하는 학생
<우키우키 일본어 > (초급) 하

2022년 가을학기 중급일본어 심화 과정 !
초급과정을 마치고
일본회사에 취업, 혹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중급 미디어 일본 살아있는 일본어를 공부하
어 회화반입니다 .
일본어회화 위주로 재미있
고 싶은 학생.
일본어의 경어표현 등 일본현지 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표현을 집중 공부 능력시험 1,2급을 준비하
는 말하기 수업입니다 .
합니다.
기 위해 독해와 문법이
그리고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현지 일본어를 배우고 말할 수 있도록 수업
필요한 학생
을 준비했습니다 .
한국인 선생님, 일본어 네이티브 선생님의 팀티칭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
<자체교재 >
일본에 유학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러 일본어 매체를
통하여 일본어의 애매한 차이와 문화 차이를 느끼면서 표현을 배우는 반
입니다! 일본에 살아 봐야만 알 수 있는 일본어 특징을 생생하게 가르쳐드
립니다! 교과서에 없는 네이티브만의 비법! 그동안 답답했던 질문들을 속
시원하게 네이티브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봅시다! 일본어의 애매한 차이를
느껴보는 반이기 때문에 일본어 중급 이상 추천!

※ 정원안내 (S) Scholarship 외국어 특별장학생 정원을 의미. 신청시 자격요건 확인 필수 (E) 얼리버드 수강생 정원

KU 중국어&HSK
강좌명

수업기간
(요일)시간

수업안내 <교재> (수준)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

이 클래스를 꼭 들어야
하는 이유는?

10글자로 수업을
소개 해 주세요~!

수업
시수

정원
(S)
(E)

수업
도구

금액

12월 4일
HSK 4급 합격반

30

8(S)
4(E)

zoom

40만원

30

8(S)
4(E)

zoom

40만원

수업
도구

금액

1. 독학이 막막한 학생

HSK4급 속성반
[응시료지원 ][녹화본제공 ]
(김혜리)

9/21~11/30
(수)
18:30~21:30

초/중급 중국어 수준이거나, HSK4급을 취득하지 않은 학생을 위한 수업입니다.
800개 이상의 HSK 초급 어휘를 습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합니다.
2023년 HSK 개정 전, 올 해 HSK4급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꼭 들어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HSK 4급 수준의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핵심 어법 및 어휘를 정리합니다.
수업 전/후 1:1로 카톡하여 어휘 및 문법 숙지를 위해 꼼꼼하게 피드백 합니다.
교재 : PDF 파일 제공

2. 꼼꼼한 단어스터디를 하
고싶은 학생
3. 올 해 HSK4급 합격을
목표로 한 학생
4. 응시료가 부담되는 학생
5. 중국에 관한 모든 분야
에서 궁금한게 많은 학생

- 선생님과 매일 단어 시험
- 1:1 카톡 작문 첨삭
- 1:1 카톡 숙제 검사 및 피
드백
- 복습 영상 제공
- HSK 응시료 10% 지원

1. 기초중국어를 빠르게 마
- 선생님과 매일 단어 시험
스터하고 싶은 학생
기초중국어 단기완성
1~4단계 [녹화본제공 ]
(김혜리)

9/23~12/2
(금)
18:30~21:30

중국어를 처음 배우거나, 배워본 적은 있지만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기초 중국어 1~4단계를 속성으로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한어병음을 배우고, 정확한 중국어 발음을 할 수 있도록 성조를 학습합니다.
HSK초급(1~2급) 400개의 필수 암기 어휘 및 문형을 학습합니다.
수업 전/후 1:1로 꼼꼼하게 카톡 피드백하여 단어 암기 및 숙제 관리를 합니다.
교재 : PDF 파일 제공

2. 꼼꼼한 단어스터디를 하
고싶은 학생
3. 내년 상반기 HSK4급 합
격을 목표로 한 학생
4. 중국에 관한 모든 분야
에서 궁금한게 많은 학생

- 1:1 카톡 작문 첨삭
- 1:1 카톡 숙제 검사 및 피
드백

기초중국어
속성수업

- 복습 영상 제공
- HSK 응시료 10% 지원

※ 정원안내 (S) Scholarship 외국어 특별장학생 정원을 의미. 신청시 자격요건 확인 필수 (E) 얼리버드 수강생 정원

KU 스페인어
강좌명

수업기간
(요일)시간

올라 스페인어 2
(이경은)

9/22~12/1
(목)
17:00~20:00
(10/20 휴강)

미디어 스페인어
(이경은)

9/21~11/30
(수)
18:00~21:00
(10/19 휴강)

수업안내 <교재> (수준)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

1. 교양 스페인어 또는 올
<내게는 특별한 스페인어를 부탁해 / 다락원 / 조혜진> + 자체 프린트 (초 라 스페인어 1을 수강했던
학생
급)
스페인어를 발음할 줄 알고, 현재형 동사변화까지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 2. 스페인, 중남미 여행을
계획 중인 학생
로 합니다.
3. 스페인어 권 국가로 교
환학생을 계획 중인 학생

수업은 별도의 교재 없이 자체 프린트(중급 수준)로 진행하며 ,
스페인어 애니메이션 (5분 이내) 시청 후, 각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어휘 및 문법 설명, 말하기로 진행합니다 .

이 클래스를 꼭 들어야
하는 이유는?

10글자로 수업을
소개 해 주세요~!

수업
시수

정원
(S)
(E)

다양한 연습문제를 통해 기
초부터 꼼꼼하게 학습이 가
능합니다 .
배운 스페인어를 토대로 기
초 회화를 가능하게 합니
다.
결석 시, 녹화본을 제공해
수업 진도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

초급 스페인어

30

8(S)
4(E)

30

8(S)
4(E)

1. 올라 스페인어 2 또는 3
을 수강했던 학생
1:1 작문 첨삭과 함께 결석
2. 교환학생을 계획 중인
시, 녹화본을 제공합니다 .
실용 스페인어 표현
학생
수업과 관련한 질문은 언제
익히기
3. 스페인어 자격시험
든 카톡으로 문의가 가능합
(DELE, OPIc)을 준비 중인
니다.
학생

온라인
(webex)

40만원

온라인
(webex)

40만원

※ 정원안내 (S) Scholarship 외국어 특별장학생 정원을 의미. 신청시 자격요건 확인 필수 (E) 얼리버드 수강생 정원

KU 프랑스어
강좌명

프랑스어 어휘 학습 1
(이은우)

프랑스어 실용 회화 1
(이은우)

수업기간
(요일)시간

9/27~11/22
(화)
(20:15~24:00)

9/21~11/16
(수)
(20:15~24:00)

수업안내 <교재> (수준)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

프랑스어 입문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 실용회화 수업을 수강하기 전,
확실한 어휘력 향상 (교재 : 매주 PDF 파일 제공 예정) - 레벨 : 기초

1. 실용회화 수업에 앞서,
다양한 어휘 학습 중심의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

상황별 회화텍스트를 강독하며 활용되는 어휘, 문법 등을 학습하고 , 이를
기반으로 연습문제를 풀이하며 기초 프랑스어 회화 실력 향상 (교재 : 매주
PDF 파일 제공 예정) - 레벨 : 초급

1. 상황별/주제별 회화 중
심의 수업을 희망하는 학
생

수업
시수

정원
(S)
(E)

수업
도구

금액

확실한 프랑스어 기초실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어
휘를 습득하고 , 이를 토대 프랑스어 어휘력 강화
로 실용회화 과정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

30

8(S)
4(E)

ZOOM

40만원

다양한 상황별 회화텍스트
학습을 통해 꼭 필요한 표
현과 문법을 숙지함으로써
간단한 프랑스어 실용회화
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30

8(S)
4(E)

ZOOM

40만원

이 클래스를 꼭 들어야
하는 이유는?

10글자로 수업을
소개 해 주세요~!

실용 프랑스어 중심

※ 정원안내 (S) Scholarship 외국어 특별장학생 정원을 의미. 신청시 자격요건 확인 필수 (E) 얼리버드 수강생 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