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ening Special-실전편
1. 강의 목표
⓵ 자막 없이 미드와 TED, CNN을 보도록 리스닝 훈련
⓶ 영어발음을 원어민의 수준으로 교정
⓷ 원어민과 10분 이상 대화할 수 있도록 스피킹 훈련
⓸ 원어민과 오래 대화할 때 리스닝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훈련
2. 강의 방식
⓵ 스크립트를 외우고 파트너와 실습 및 발표하여 스피킹 향상
영어 암기하기 어려워했는데 선생님을 따라하다 보면 그냥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왔어요. 감정을 넣고 내용을 이해하면서 외우는 방법이 더 쉬웠습니다. 옆 사람과 배운 것
을 암기한 시간 재밌었고, 선생님이 발음 교정해주시는 시간도 좋았어요. 또 옆 사람과 free
talking 할 때 리스닝에서 배운 것을 사용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선생님, 방학시간이 알찬
시간이 되서 정말 좋았어요. 수업 정말 재밌었어요!!! 회화 두려움도 없어지고 영어도 늘었어요.
알려주신 방법 잘 따라 해서 다음에는 회화왕이 되어 뵙고 싶습니다.
-2014년 겨울방학 수강생 박**⓶ 원어민의 발음을 정확히 큰 소리로 따라하는 메인스톤 훈련으로 리스닝 향상
처음에 미드를 봤을 땐 알아듣는 게 불가능했는데 받아쓰기 후 세세한 발음까지 알아듣게 되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못 듣는 부분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알 게 되었어요!
-2014년 겨울방학 수강생 이**⓷ 유용한 표현과 패턴을 응용해 자신만의 문장을 만드는 훈련
리스닝 뿐 아니라 스피킹, 작문 등 영어에 대한 종합적인 스킬을 다룬 점이 좋았습니다. 선생님께
서 원어민이 다루기 힘든 한국인 발음만의 문제점을 잘 짚어주시네요. 영어로 말할 때 눌러서 말
하는 개념을 배우면서 영어로 말하는 것이 전보다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저 스스로 열심히 복습을 하지 않아서 더 큰 효과를 놓친 듯.. 좋은
강의를 듣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
-2015년 1월 수강생 신**3. 출석 - 30프로 미만 출석 시 fail
4. 과제 - mp3 파일 복습
5. 평가 – 3주마다 복습평가 및 개별코칭

6. 상세일정
커리큘럼

1주

미드 <모던패밀리>+CNN or TED

2주

미드 <모던패밀리>+CNN or TED

3주

미드 <모던패밀리>+CNN or TED

4주

미드 <모던패밀리>+CNN or TED

5주

미드 <모던패밀리>+CNN or TED

6주

미드 <모던패밀리>+CNN or TED

※ <모던패밀리>, CNN, TED 스크립트는 매 차수 새로 바뀝니다.

Listening Special-필수편
1. 강의 목표
<유명 인사들의 명연설문 듣고 말하기 베스트30> 저자 직강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연설을 명연설이라고 부릅니다. 명연설에는 울림 있는 내용과 더불
어 대중을 상대로 한 실용적이고 고급스런 영어표현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스피커의 인사이
트가 담긴 우수한 문장과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고의 영어공부 교재입니다.
하지만 명연설로 스피킹과 리스닝 공부를 하라고 하면 막막합니다.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지
막막하고, 스피커를 똑같이 흉내 낸다는 것은 높은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여러분을 돕기 위해 이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어렵게 느껴졌던 명연설이 입에서 술술
나오고 해석 없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원어민과 대화할 때 좋은 문장들이 툭 튀어나올
것입니다. 상대방은 품격 있는 문장에 '영어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본 강의의 추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⓵ 리스닝을 처음 배우거나 필수 발음원리를 모르시는 분
⓶ 영어발음을 원어민 수준으로 교정 받고 싶으신 분
⓷ 명연설로 듣고 말하기 훈련을 하고 싶으신 분
본 강의는 <유명 인사들의 명연설문 듣고 말하기 베스트30>의 저자 직강으로,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⓵ 영어문장을 원어민처럼 듣고 말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훈련
⓶ 알파벳부터 영어문장까지 1:1 교정을 통해 원어민 발음으로 만듦
2. 강의 방식
⓵ 유명 인사의 명연설을 똑같이 따라 말하는 훈련을 통해 듣기와 발음을 정복
⓶ 유용한 표현과 패턴을 응용해 자신만의 문장을 만드는 말하기 훈련
⓷ 스크립트 외우고 발표하여 영어울렁증 해소하고 스피킹 능력 향상
3. 출석 - 30프로 미만 출석 시 fail
4. 과제 - mp3 파일 복습
5. 평가 – 2주마다 복습평가 및 개별코칭

6. 상세일정

단계

강의내용
힐러리 클린턴 연설

1주-필수단계

버니 샌더스 연설
애플 프레젠테이션
미쉘 오바마 연설

2주-기본단계

안젤리나 졸리 연설
엠마 왓슨 연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연설

3주-도약단계

쉐릴 샌드버그 연설
짐 캐리 연설
랜디포시 교수 강의

4주-중급단계

버락 오바마 연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인터뷰
닉 부이치치 강연

5주-실전단계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인터뷰
인터스텔라 매튜 맥커너히 수상소감

6주-복습 및 개별코칭

복습 및 개별코칭

<영어스피치&프레젠테이션>
1. 강의 목표
영어스피치&프레젠테이션 수업을 왜 들어야 할까요?
⓵ 영어면접과 영어토론을 훈련하는 곳!
<한국경제매거진>에 따르면,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영어 면접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1 영어 인터뷰와 30분의 영어 토론을 합니다. LG 화학은 원
어민이 1:1 영어 면접을 봅니다. 또 유통기업들은 특정 이슈에 대한 자기 생각을 영어로 이야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어면접과 영어토론 하는 법을 배우고 싶은 분에게 이 수업을 추천합니다.
⓶ 진짜 비즈니스 영어를 배우는 곳!
<대학내일>이 외국계 회사 마케팅부 최나라 대리에게 물었습니다. “비즈니스 영어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비즈니스 영어패턴, 영어단어가 답이 아니었습니다. 최 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
다. “상대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답변을 간결한 형태로 오해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
는 게 비즈니스 영어의 핵심이에요. 말하기에 앞서 머릿속으로 빠르게 핵심을 정리하는 버릇을
들이면 실전에서 도움이 될 거에요”
핵심을 파악해서 논리적으로 영어를 말하고 싶으신 분에게 이 수업을 추천합니다.
2. 강의 방식
⓵ 파트너와 대화 후, 상대의 말을 요약하여 전달
→ 머릿속으로 빠르게 핵심을 정리하는 습관 훈련
⓶ 직접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1:1 작문교정
→ 논리적으로 말하는 흐름부터 영어발음까지 코칭
⓷ 실습과 피드백으로 프로페셔널 영어 실습
→ 설득스피치, 영어프레젠테이션, 영어면접, 영어토론
3. 출석-30프로 미만 출석 시 fail

4. 과제-스피치 주제 브레인스토밍

5. 평가방식 – 매 스피치 실습마다 수강생과 강사의 꼼꼼한 피드백 제공

커리큘럼
1강

오바마 스피치 따라잡기

2강

TED 베스트 스피치 따라잡기

3강

설득스피치 잘하는 법 –구체적으로 말하기편

4강

설득스피치 잘하는 법 -스토리텔링편

5강

영어프레젠테이션-텍스트편

6강

영어프레젠테이션-이미지&그래프편

7강

영어프레젠테이션 개별코칭(1)

8강

영어프레젠테이션 개별코칭(2)

9강

잡인터뷰-자기소개편

10강

잡인터뷰-지원동기, 개별질문편

11강

영어토론-주장편

12강

영어토론-근거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