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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운영 개요

❍ 기대효과 및 목표

  1. 공공기관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어학 기본 역량을 강화하여 취업 준비 지원

  2. 학기 중 어학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단시간 고득점의 기회 제공

  3. 교내 어학 기반 확대: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어학 교육을 제공하여 

     교내 어학 기반 확대 및 강화

  4. 어학 능력 향상: 취업 시 요구되는 어학 강좌 진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어학

     능력 향상 및 개인 경쟁력 강화

  5. 수준별 학습을 통하여 재학생들의 전반적인 어학성적 보유 확대 및 다양한

     어학 강좌를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운영 기간 : 2022년 4월~2022년 12월 중(1학기, 2학기 운영)

❍ 운영 과목 : 토익 초급, 중급, 고급 과정(학기 별 2개 과정 운영)

❍ 운영 상세 내용

구분 분반 인원(명) 모집 기간 교육 기간 교육시간

계 10분반 운영 80 2022.04~2022.12

봄 학기

초.중급반 20
04.18~04.27

2주

05.02~06.04

8주

월, 수

18:00~21:00

중.고급반 20
화, 목

18:00~21:00

정기 토익 대비 특강

(Review)
-

06.04

(반별 3시간)

10:00~13:00

14:00~17:00

가을학기

초.중급반 20
09.01~09.15

3주

09.19~11.24

8주

월, 수

18:00~20:00

중.고급반 20
화, 목

18:00~20:00

정기 토익 대비 특강

(Review)
-

11.25

2시간

정기 토익 

전날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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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학기 운영 일정

   1. 모집 기간 : 2022.04.18.~04.28

   2. 운영 기간 : 2022.05.02.~06.02 / 초.중급-월 수, 중.고급-화 목

2022 4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프로그램 모집 기간

프로그램 모집 기간

2022 5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음력 4.1

토익 중급

18:00~21:00

토익 고급

18:00~21:00

토익 중급

18:00~21:00

토익 고급

18:00~21:00

8 9 9 11 12 13 14
부처님 오신날

토익 중급

18:00~21:00

토익 고급

18:00~21:00

토익 중급

18:00~21:00

토익 고급

18:00~21:00

15 16 17 18 19 20 21
음력 4.15

토익 중급

18:00~21:00

토익 고급

18:00~21:00

토익 중급

18:00~21:00

토익 고급

18:00~21:00

22 23 24 25 26 27 28

토익 중급

18:00~21:00

토익 고급

18:00~21:00

토익 중급

18:00~21:00

토익 고급

18:00~21:00

29 30 31 1 2 3 4

토익 중급

18:00~21:00

토익 고급

18:00~21:00

토익 중급

18:00~21:00

토익 고급

18:00~21:00

토익 중급 리뷰

10:00~13:00

토익 고급 리뷰

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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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학기 운영 일정

   1. 모집 기간 : 2022.04.18.~04.28

   2. 운영 기간 : 2022.05.02.~06.02 / 초.중급-월 수, 중.고급-화 목

2022 9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4 5 6 7 8 9 10
추석 음력 8.15

11 12 13 14 15 16 17
대체휴일

18 19 20 21 22 23 24
토익 초급(1)

18:00~20:00

토익 중급(1)

18:00~20:00

토익 초급(2)

18:00~20:00

토익 중급(2)

18:00~20:00

25 26 27 28 29 30 1
토익 초급(3)

18:00~20:00

토익 중급(3)

18:00~20:00

토익 초급(4)

18:00~20:00

토익 중급(4)

18:00~20:00

프로그램 모집 기간

프로그램 모집 기간

2022 10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 3 4 5 6 7 8
개천절 토익 초급(5)

18:00~20:00

토익 중급(5)

18:00~20:00

9 10 11 12 13 14 15
한글날 대체휴일 음력

9.15

토익 초급(6)

18:00~20:00

토익 중급(6)

18:00~20:00

16 17 18 19 20 21 22
토익 초급(7)

18:00~20:00

토익 중급(7)

18:00~20:00

토익 초급(8)

18:00~20:00

토익 중급(9)

18:00~20:00

23 24 25 26 27 28 29
토익 초급(10)

18:00~20:00

토익 중급(10)

18:00~20:00 중간고사 기간

2022 11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토익 초급(11)

18:00~20:00

토익 중급(11)

18:00~20:00

토익 초급(12)

18:00~20:00

토익 중급(12)

18:00~20:00

13 14 15 16 17 18 19
토익 초급(13)

18:00~20:00

토익 중급(13)

18:00~20:00

토익 초급(14)

18:00~20:00

토익 중급(14)

18:00~20:00

20 21 22 23 24 25 26
토익 초급(15)

18:00~20:00

토익 중급(15)

18:00~20:00

토익 초급(16)

18:00~20:00

토익 중급(16)

18:00~20:00

정기토익 대비

특강 (2시간)

중간고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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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강사진 구성

강사 주요 경력 사항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전공

University of Toronto Continuing Studies .

Academic & Business English Course

단국대, 경희대, 용인대, 강남대, 충북대, 청주대, 경기대, 수원대, 

건국대, 한밭대, 아주대, 평택대, 오산대, 가천대, 동양미래대 등 

다수의 대학 토익 강의 진행

삼성디스플레이, CJ대한통운, 인사혁신처 등 기업 및 공공기관 

강의 진행

보조 인력 주요 업무

1. 수강생 출결 관리

2. 수업 모니터링

3. LMS 관리지원

4. 프로그램 전체 총괄 및 운영

5. 응급 상황시 대비

❍ 사용 교재 : 주교재 선정 후 유인물 및 보조 교재 지원

초.중급 중.고급 공통교재 공통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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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시간표 : 

   1. 1학기 과정(3시간 운영)

구분 내용

18:00~18:15 VOCA 학습 및 review

18:15~19:00 LC Part

19:00~20:00 Part 5.6 / 기출문제풀이

20:00~20:30 Part 7

20:30~21:00 review

   2. 2학기 과정(2시간 운영)

구분 내용

18:00~18:15 VOCA 학습 및 review

18:15~19:00 LC Part

19:00~20:00 Part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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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영 방안

❍ 수업 운영 방안 : ZOOM 화상회의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 수업 방식 진행

❍ 모의 테스트 : 사전 테스트, 사후 테스트 / 과정별 총 2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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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 상담 진행

     개별 상담 : 개인별 취약 지점 컨설팅 및 올바른 학습 태도 조성

     그룹 상담 : 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안 제시, 그룹 내 역할 분할

  - 단체 카카오톡 개설 및 네이버 밴드 운영

     익명 카톡방을 운영하여 24시간 질의 응답 시스템 구축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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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 REVIEW 시스템

     수업 시간 녹화 방송 매일 구글클래스룸(LMS) 업데이트

 - 동기 유발 이벤트 지원

     개근상 시상, 매 회차별 우수자 시상으로 수강생 동기 유발(출석+성과+강사평가)

     게릴라 이벤트를 통하여 공부잘하는 사람만 받는 상품이 아니라 성실상 시상

❍ 사후 관리 방안 : 

  - 온라인 강좌 제공, 네이버 밴드를 통한 강사와의 소통방 운영

    추가 모의 토익 지원(수강생 필요시), 학생 추가 요청 사항 적극 수렴

  - 수강생 전원 1년간 동영상 강좌 제공(50여가지) 

❍ 일일 보고 및 결과 보고

   - 주차별 보고 : 출결, 진도율, 학습문제, 각종 특이 사항 보고

   - 중간 보고 : 학기별 결과보고 진행(봄, 가을 학기)

   - 결과 보고 : 성과 분석, 설문 분석, 환류 및 개선 사항 등 분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