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021학년도 여름방학
장학환급 자기주도
자기주도 토익학습 프로그램 4기
4기 수강생 추가 모집
모집
여름방학동안 공인토익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을 위한 비대면 자기주도 토익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성취도에 따라 장학금으로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공인토익응시료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토익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 프로그램 운영 개요
가. 대 상
(1) 모집인원 : 재학생 및 휴학생 50명

나. 강의 개요
(1) 강의 기간
1) 장학환급 자기주도 토익학습 프로그램 4기 : 2021년 6월 21일(월)~8월 22일(일), 9주
(2) 강의 내용
1) 온라인 강좌 : 총 9주간 본인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 온라인 학습 진행
2) 모의토익 / 해설강의 : 3회의 온라인 모의토익 및 해설강의 진행
3) 공인토익 직전대비 특강 : 시험 전일 학습을 위한 직전대비 특강 강좌 진행
4) 공인토익 응시 : 프로그램 종료에 맞춰 공인토익 단체 응시 / 공인토익 응시료 지원

다. 수강료
(1) 수강료 : 300,000원
1) 수강료 포함내용 : 온라인 강좌, 교재 2세트, 온라인 모의토익 3회, 공인토익 응시료,
AI 튜터 1개월 무료 이용, 줌 실시간 강좌 수강 희망자 제공
2) 장학 혜택 : 프로그램 수료시 수강료 50% 장학 환급 / 온라인 강좌 3개월 추가 학습 제공

2. 세부 운영안
가. 전체 세부 일정
(1) 장학환급 자기주도 토익학습 프로그램 4기 일정
구

분

레벨 테스트
온라인 학습 기간
줌 실시간 강좌 (선택)

일

정

2021년 6월 14일(월)~18일(금)
2021년 6월 21일(월)~2021년 8월 22일(일) / 9주
2021년 7월 5일(월)~2021년 8월 22일(일) / 개별 상담

1차 모의시험

2021년 7월 5일(월)~2021년 7월 11일(일) / 3주차

2차 모의시험

2021년 7월 26일(월)~2021년 8월 1일(일) / 6주차

3차 모의시험

2021년 8월 16일(월)~2021년 8월 22일(일) / 9주차

직전대비 특강

2021년 8월 21일(토)

공인토익

2021년 8월 32일(일) / 단체 무료 접수 후 개별 응시 진행

나. 토익 학습 프로그램
(1) 온라인 강좌 : 전체 온라인 강좌를 학습 가능하며 본인의 레벨에 맞는 교재 무료 제공 (2강좌)
- 본인 지정 강좌에 대한 이수율을 체크하여 수료 기준에 적용
[9주간 학습 지원되는 온라인 강좌 리스트]
구분

상품명

교재

강좌수

기초

스파르타 베이직 잉글리쉬 종합편

스파르타 베이직 잉글리쉬

40강

토익 입문

스파르타 토익 스타트 LC&RC

스파르타 신토익 스타트

40강

토익 초급

스파르타 토익 파워스타트 LC&RC

스파르타 파워 스타트

40강

토익 초중급

스파르타 토익 700+

스파르타 신토익 700

40강

토익 중급

스파르타 토익 750+

스파르타 신토익 750

40강

토익 중급

스파르타 토익 800+

스파르타 신토익 800 LC/RC

50강

토익 실전

스파르타 토익 실전 1000제 합본 1

스파르타 신토익 실전 1000제 합본 1

20강

토익 실전

스파르타 토익 실전 1000제 합본 2

스파르타 신토익 실전 1000제 합본 2

35강

토익 실전

스파르타 토익 실전 1000제 LC/RC

스파르타 신토익 실전 1000제 LC/RC

60강

* 수업 교재는 추후 레벨별 상담 후 희망 수령지로 배송합니다.

(2) 모의테스트 : 성취도 파악을 위한 온라인 모의토익 3회 진행과 실전 해설강의 진행
(3) 직전대비 특강 : 8월 22일 공인토익 시험 응시전 직전대비 점수향상 특강 진행
(4) 공인토익 응시 : 신청자 전원 무료로 공인토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 접수 진행
8월 22일 시험 고사장 중 본인이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시험 신청 및 응시

다. 프로그램 수료
(1) 수료(Pass) 기준
기준

자기주도 외국어 강좌

온라인 강좌 이수율

본인 지정강좌 (교재 제공) 이수율 90% 이상 달성

테스트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 3차 테스트 응시 (총 3회)

공인토익 응시

8월 22일 공인토익 시험에 응시하여 600점 이상 목표 점수 달성

(2) 수료자 혜택
1) 수강료 50% 장학 환급 / 150,000원
(3) 미수료자 추가학습 지원
1) 온라인 강의 3개월 수강 추가 지원
2) 온라인 모의토익 2회 제공

3. 신청 안내
가. 신청 일정 : 5월 20일(목)~6월 18일(금) / 선착순 50명 모집
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 클릭)
신청 링크 https://college.english.co.kr/common/application/request.aspx?us=X1HSHD
다. 수강료 납부 방법 :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또는 무통장입금 (수강신청 시 선택)
라. 신청 문의 : 031-281-5361 (강남대학교 어학교육원 상담실)
마. 온라인 1:1 상담 : 카카오톡 채널 [강남대학교 어학교육원] (아래 링크 클릭)
1:1 상담 링크

http://pf.kakao.com/_nxmZBj/chat

강남대학교 어학교육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