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회화 과정
영어회화를 처음 접하는 수강생에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친근한 수업으로 영어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과정입니다. 영어 어순의 기본인
주어+동사+명사+전치사구 기본 패턴을 훈련하며, 가장 많이
쓰이는 접속사를 붙여 문장 구사력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
 교
재 : 자체 교재

뼈다구
English

내국인회화
파워
English

PreIntermediate

Intermediate

UpperIntermediate

Advanced

균형 잡힌 영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술 훈련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실질적인 사용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유창한 영어 말하기를
위한 기본 실력과 자신감 확립을 위한 읽기+쓰기 통합
(‘Power English’) 수업으로, vocabulary 및 문장 실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교
재 : 핸드아웃

원어민회화1

기초 문형 패턴과 문법 형식을 확장한 표현과 문형을
이용하여 자신 혹은 타인 소개하기, 친구와 대화하기 등의
기술을 발달시킵니다. 새로운 어휘를 문맥과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회화활동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
재 : Speak NOW 2 + 보충교재

원어민회화2

Low Intermediate에서 High Intermediate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전단계에서 습득한 어휘, 문법, 대화기술법 등을
사용해 좀 더 자유로운 토론식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양한 주제를 통한 Dialogue 연습으로 영어회화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교
재 : Speak NOW 3 + 보충교재

원어민회화3

Advanced레벨
전
준비단계로
주어진
주제에
관해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스스로 문제를 도출해내고 특정 의견에
대해 찬성/반대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토론 논의 등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회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수준 높은 어휘, 숙어,
문법구조를 사용한 다양한 토론 활동에 참여합니다.
 교
재 : Speak NOW 4 + 보충교재

원어민회화4

사회, 정치, 학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유창한 수준으로 펼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회화 활동을 통해 수준 높은 어휘와 문법
구조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힙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원어민 회화 과정으로, 이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은 경북대학교 외국어교육원장 명의로
발생되는 회화 Advanced 이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
재 : TED Lectures

Special/Writing 과정
강좌명

강좌설명

강사소개

 CNN, ABC 등의 각종 프로그램과 드라마, 영화,
연설, 강연 등의 다양한 자료로 발음, 어휘, 표현을
익혀 실제로 영어를 들을 수 있고 구사할 수 있게
하는 과정입니다.

말하기·듣기
집중훈련

 근본적인 영어 실력 향상으로 토익, 토익 Speaking,
OPIc 등의 시험 성적을 향상시키고 점수만을 위한
시험영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정 백 락
- 전 헤럴드 어학원 대표강사
- 전 SLS 외국어학원 원장

 특수 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 1998~2008 경북대 어학교육원

강의로, 실제 프로그램 속 주인공이 되어 느끼는

토익·토플·LC 과정 최다 수강생

희로애락을,

배출 강사

적극적∙자발적으로

훈련하여

학습

- 2010~현재 경북대 외국어교육원

효과를 극대화 시킵니다.
 수강대상 : 진짜 영어를 잘 듣고 말하고 싶은 분,
아무리 해도 영어시험 성적이 안 오르는 분, 최단
기간에

목표하는

영어시험에서

원하는

영어 말하기·듣기 집중훈련 과정
전담 강사

성적을

받고 싶은 분, 유학∙어학연수를 준비하는 분, 영어
때문에 골치 아픈 직장인
 교

재 : 자체 교재

 학술적 글쓰기의 기본 구조와 원칙에 따라 영문
초록의 문장 형식, 문법 사용과 어휘 선택법을

대학원생을 위한

영어논문쓰기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써 봄으로써 실용성을
훈련하는 수업입니다.
 수강대상 : 영어 논문쓰기의 원칙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수준의 학습자
 교

김 영 미
-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학사)
- 호주 Univ. of New South Wales
응용언어학 전공
- 경북대학교 국문학 박사
(한국어교육 전공)

재 : 자체 편집 교재

 일상에서 흔히 사용해야 하는 대화 문장의 작문을 기본으로 문단 작문까지

Basic Writing

학습하여 작문뿐 아니라 회화실력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수강대상 : 회화 초급자
 교

(교직원을 위한)

영어회화
원어민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일본어회화

재 : 핸드아웃

 주 2 회, 점심시간 또는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외국어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업무 중 외국인이나 유학생을 상대해야하는 등 업무에 필요한 기초적인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싶으나 시간이 없거나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기 꺼려지시는
분, 외국어공부를 하신지 오래 되어 새로 시작하기 부담스러운 분 등을 대상으로
개설된 강좌입니다.
 교

재 : 수업중 안내

중국어 과정
강좌명

강좌설명
간단한 듣기, 쓰기, 말하기연습을 병행하여 중국어기초를 다지고 정확한
발음과 성조를 익혀 한어병음을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으며, 간체자로 된
기본단어를 읽고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일상적인 주제로 간단한 필수회화를

회화
입문

구사하며, 실생활에 바로 사용되는 활용도 높은 중국어 표현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수강대상 :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왕초보
 교

재 : 301 구로 끝내는 중국어회화(상)

회화 시 꼭 필요한 기본문법을 습득하여 자신감 있게 중국어를 구사하는
단계입니다. 듣고 쓰기와 한자 재배열 연습을 통해 HSK 유형을 익히고,

회화
초급

문법 설명 외에 50% 정도를 중국어로 강의하며 문서 작성 방법 등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수강대상 : 입문(기초)반을 이수한 분, 2 개월이상 수강한 분
 교

재 : 301 구로 끝내는 중국어회화(상)(하)

회화에 꼭 필요한 문법을 익히고, 짧은 서술체 문형을 통하여 작문과
해석 기법을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문법 설명 외에 80% 정도를 중국어로
강의하며 병음 없이 한자 읽는 연습을 통해 원어민 수업에 대비, 중국의

회화

다양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을 배워 자연스럽게 독해실력을 늘려가는

중급

과정입니다.
 수강대상 : 초급반을 이수한 분, 4 개월 이상 수강한 분
 교

재 : 301 구로 끝내는 중국어회화(하)

이미 배운 기본 문법을 바탕으로 한층 심화된 말하기 연습을 하는

원어민
회화
(중/고급)

단계로, 외국인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회화에 초점을 맞추어 관용어의
쓰임과 문법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작문, 회화, 토론을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수강대상 : 중급 회화 수준
 교

재 : 핸드아웃

일본어 과정
강좌명

강좌설명
문자(히라가나,

가타가나)학습,

발음연습부터

시작하여

일본어

기본문법

(형용사~동사의기본활용)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문형･응용회화 연습을 통해 일본어에

회화
입문

익숙해지도록 하며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를 골고루 배양합니다.


수강대상 : 일본어 완전초보(문자도 접한 적이 없으신 분),
기본적인 문법 습득 후 중간에 그만뒀거나 자신이 없으신 분



교

재 : 뉴코스 일본어 step1

일본어 기본문법 (동사 て형, 동사 た형, 가능형 등)의 체계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문법과 어휘력, 회화능력을 보다 심화시키는 단계입니다. 보다 다양한 문형을 습득하여
일본어로 기본적인 의사표현과 정보 전달을 목표로 하며,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회화
초급

반말체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수강대상 : 회화입문 수강하신 분,
기본문법(형용사 활용, 동사ます형)을 접해보신 분,
문법에 대한 기초지식은 있으나 전혀 체계가 안 잡히신 분



교

재 : 뉴코스 일본어 step2

보다 본격적이고 실용적인 의사표현, 정보전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듣기
능력 향상 및 더 복잡한 문형 구사를 목표로 하는 수업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롤플레이, 페어 활동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반말체와 같은 회화체를 익혀

회화
중급

자연스러운 회화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수강대상 : 회화초급 수강하신 분,
기본문법(형용사 활용, 동사ます형, 동사て형, 동사た형)을 알고 있는
분, 문법 심화 학습과 회화를 중점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


원어민

교

재 : 뉴코스 일본어 step3

선생님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과정입니다. 기초 회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를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구사할 수

원어민
회화

있게 됩니다.


수강대상 : 회화 중급자 이상(외국어교육원 8 개월이상 수강한 자),
JLPT N3~N2 레벨 학습자



짤방으로
배우는
일본어

교

재 : 핸드아웃

짧은 일본 동영상을 활용하여 듣기 말하기 실력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으로
청해력, 회화능력,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입니다.


수강대상 : 중급자(6 개월이상 학습자)



교

재 : 핸드아웃

일본을 여행하며 마주치게 되는 여러 상황들에 맞는 생생한 회화를 학습할 수 있는

직빵!
여행일본어

수업입니다.


수강대상 : 초급자(2 개월 이상 학습자)



교

재 : 핸드아웃

러시아어/베트남어/스페인어
강좌명

강좌설명
러시아어를 처음 접하거나 기초문법부터 새로 익히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어
회화 입문

러시아 알파벳 읽는 방법부터 인사말, 문법 등을 익히며 동시에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입니다.


수강대상 : 입문자



교

재 : 러시아어 인텐시브 회화 1

러시아어 문법을 회화나 작문에 적용시켜서 쓰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러시아어
회화 중급

수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러시아어로 말하고 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강대상 : 중급자, 러시아어 문법을 익힌 자



교

재 : 고등학교 러시아어 작문

베트남어를 전혀 모르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음, 모음, 성조 등과 같은 기본적인

베트남어
입문

지식을 학습하는 단계로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문장들을 학습하여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수강대상 : 기초 학습자(왕초보)



교

재 : 베트남어 첫걸음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생생한 표현을 중심으로 일상대화를 학습하며, 정확한 문법과

베트남어
초급

발음, 표현 등을 익힐 수 있는 과정입니다.


수강대상 : 베트남어 초급자(2 개월 학습자)



교

재 : 베트남어 첫걸음

베트남인과 자연스러운 일상회화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좀 더

베트남어
중급

복잡한 문장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수강대상 : 베트남어 중급자



교

재 : 한국인을 위한 베트남어 2

베트남 여행 준비부터 귀국까지, 여행하면서 겪게 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행
베트남어

실용적인 표현들을 학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수강대상 : 베트남어 초급~중급자



교

재 : 필통 여행 베트남어

베트남 현지에 있는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취업 또는 베트남 진출 사업을 위한

비즈니스
베트남어

수업으로, 업무 상황에서 필요한 용어 및 대화 위주를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수강대상 : 베트남어 초급~중급자



교

재 : 신짜오 베트남어

기본적인 스페인어 문법을 학습하고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스페인어
입문

교재를 통해 듣기, 말하기, 쓰기, 문법, 어휘 등의 스페인어 기본기를 다질 수 있습니다.


수강대상 : 스페인어 입문자



교

재 : ESPAÑOL EN DIRECTO 1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