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겨울학기 2기 외국어강좌 접수안내
1

Ⅰ

목적

m 우리 대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m 실용영어 및 어학능력 향상을 통한 재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m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어학강좌 제공

Ⅱ

강의일정 및 개설강좌

□ 강의일정
구분

겨울학기 2기
정기

추가

2021. 1. 11.(월) ~ 1. 22.(금)

2021. 1. 25.(월) ~ 1. 27.(수)

접수기간
2020. 1. 11.(월)~1. 22.(금) (13:00~18:00, 전화 테스트)

LEVEL TEST

강의기간

레벨테스트는 전화로 이루어지며,
희망자가 국제교류본부 (043) 261-3214)로 전화 예약 후 시행.
2021. 1. 25.(월)~2. 19.(금)[4주]

※ 외국어강좌는‘글로벌 마일리지’ 제공 프로그램(충북대학교 재학생 대상)입니다.
‘글로벌 마일리지’적립하여 교환학생 파견 가산점 및 추가 장학금으로 활용하세요!!

□ 개설강좌
m CEL-UP(CBNU English Language-UP, 셀업) 프로그램
- 각 과정은 레벨테스트 후 반 배정 됨
- 소규모 영어회화 강좌로 강좌별 선착순 마감
☆ 충북대학교 재학생 등록 혜택 ☆
- Starter 단계부터 Level4 단계까지 모든 레벨 이수 시 수료증 발급
- 원어민 강사의 1:1 학습코칭(개인별 학습 피드백 제공)
- 희망자에 한해 그룹스터디 운영(원어민 학습 관리)
- 출석률 80% 이상 참여 시 강좌 할인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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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 재학생 등록 시 등록 강좌별 스탬프 적립 1회
- Level2 단계 이상 수료할 경우 국제교류본부에서 선발하는 외국인 교환학생
버디(Buddy) 선발 시 제출하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대체 가능
- 글로벌 마일리지 20포인트 적립
강좌

Level 1

강의시간

월/수
09:00~10:50

강사

Breauna

모집인원

강좌안내 및 교재
Students in this level of the English Conversation Course:
· can usually make basic English sentences.
· have moderate pronunciation control. (stress,
intonation, etc.)
· are willing and able to talk about familiar topics.
· are moderately nervous about speaking English.
· make less grammatical errors.

10명

[Textbook: American Headway 1(Third Edition)]
Students in this level of the English Conversation Course:
· have a willingness to talk about familiar and
unfamiliar topics.

Level 2

월~목
18:00~18:50

Breauna

·
·
·
·

10명

have some control of pronunciation.
have fairly extensive vocabulary.
have knowledge of basic grammatical structures.
have some knowledge of subordinate and complex
grammatical structures with errors.

[Textbook: American Headway 2(Third Edition)]

Level 4

화/목
19:00~21:00

Breauna

Students in this level of the English Conversation Course:
· are confident and willing to talk in length about
familiar and unfamiliar topics.
· have clear and consistent pronunciation.
· have extensive vocabulary to communicate ideas
clearly and on a variety of topics.
· have fairly good knowledge of less common lexical
expressions.
· have good knowledge of simple and complex
grammatical structures with mixed success.

10명

[Textbook: American Headway 4(Third Edition)]

겨울학기 2기 [4주]
* 100,000원
수강료

* 90,000원(개신가족할인)

* 교재비 별도, 구내서점에서 개별 구매
* 개신가족할인: 충북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수강 시 10% 할인
- 학생증, 재학증명서, 교직원증 인증 후 할인 금액 적용

※ 겨울학기 2기의 경우 모든 레벨이 개설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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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테마강좌
- 충북대학교 재학생 등록 시 등록 강좌별 스탬프 적립 1회
- 금요강좌(Debate, Current Events) 운영기간:
강좌

강의시간

Current

(A) 금

Events

10:30~12:30

강사

Breauna

모집인원

과정안내

10명

This course will focus on current events o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identify the impact they have
on the world and our society. Students will also analyse
major world issues and form their own opinions and
explain how these issues affect them and the world
around them. The course will emphasize fluency in
various themes and expressing oneself in English. The
instructor will provide articles, explain key vocabulary and
grammar, and deliver various types of language activities.

겨울학기 2기 [3주]
[3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수업기간임]

* 45,000원

수강료

* 40,500원(개신가족할인)

* 유인물 제공
* 개신가족할인: 충북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수강 시 10% 할인
- 학생증, 재학증명서, 교직원증 인증 후 할인 금액 적용
강좌

TED Talks
(Keynote)

강의시간

(B) 화/목
11:00~11:50

강사

Breauna

모집인원

과정안내

10명

This course will utilize the famous TED Talks from
TED.com. Students will develop English language skills,
presentation literacy, and explore great ideas through
authentic TED Talks. The talks deliver real and
fascinating ideas to the classroom. These ideas inspire
students to form opinions that they want to share.
Activities reinforce vocabulary, assess comprehension, and
develop listening and viewing skills.

겨울학기 2기 [4주]
* 80,000원

* 72,000원(개신가족할인)

수강료

* 교재비 별도, 구내서점에서 개별 구매
* 개신가족할인: 충북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수강 시 10% 할인
- 학생증, 재학증명서, 교직원증 인증 후 할인 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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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외국어 클리닉(맞춤형 소규모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 충북대학교 재학생 및 일반인 수강 가능
1회(50분)

인 원

§

소규모 맞춤식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이
원하는 강좌유형에 따라 강사 선정

수강료

국제교류본부 학기 중 수시로 접수 가능

1:1 강좌

50,000원

1:2 강좌

40,000원

1:3 강좌

35,000원

§

강의 전 면담을 통해 강의내용, 교육수준, 날짜 협의

1:4 강좌

30,000원

§

개설강좌 : 영어발음 클리닉, 유학대비영어,

§

(희망수강 일주일 전 전화상담 후 접수 가능)

영어 프레젠테이션 등 수강생 요청 강좌

Ⅲ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항

□ 충북대학교 수강생 혜택
m 개신가족 할인
- 충북대학교 교직원 및 충북대학교 재학생: 수강료 10% 할인(강좌별 수강 대상
및 할인 혜택이 상이함으로 수강 신청 시 확인 필요)
- 충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강료 50% 할인(단, 외국어 클리닉 강좌는 20% 할인)
m 스탬프 제도
- 충북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학기별 수강하는 강좌만큼 스탬프 적립

※ 재학생 대상 수강료 10% 할인과 중복 적용

- 5회 적립 시 강좌 할인권 제공

- 강좌 할인권은 외국어강좌(CEL-UP 프로그램, 테마강좌, 내국인 영어회화)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최소 수강인원 안내: 강좌별 8명~10명(최소 수강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음)
□ 기타 행정사항
m 모든 강좌는 국제교류본부 사정에 따라 강사, 강의실, 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m 수강료 반환 규정
- 개강 전 전액 반환
- 개강 후 수업 1/3선 까지는 납부한 수강료의 2/3 반환
- 개강 후 수업 1/2선 까지는 납부한 수강료의 1/2 반환
- 수업 1/2선 경과 후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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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 수업 운영 방법
m 수강생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을 위한 강의실 앞 별도의 장소 마련 및 방역물품
비치
m 강의실 지속적 환기 실시
m 화장실 내 비누, 손세정제 등 구비
m 유 증상자 발생 시 대기 및 응급조치 가능한 격리 공간 마련
(N10 252호)
m 강사 조치사항
- 수업 당일 학생 자가 체크리스트 확인 후 대면수업 방역관리자 체크리
스트 작성
- 강의실 내 수강생들의 일정 간격(1.5M 이상) 정도 확인 후 수업 실시
- 수업 중 유증상자 발생 시 즉각 신고
m 수강생 확인사항
- 수업 당일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후 수업 참여

※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세정(소독) 확인, 거리 두기 준수 확인, 강의실 입실

- 유 증상 수강생은 수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수업일은 공결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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