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가을 2학기

수강기간 12월 2일 ~ 12월 27일 (4주/월~금)
12월 25일 휴일에 따른 별도 보강예정(개강 첫 주 공지)

신辛신新토익 종합반

2019년 전북대학교 언어교육부

분반 담당강사

강좌 안내

1
2

박선영

6

“The journey of a thousand miles begins with a single step.”
- Lao Tzu

수강시간

과정안내

08:00-09:50

[초-중급 종합반] 신신 750+반 8시(RC) / 9시(LC & P7)

09:00-10:50

[초-중급 종합반] 신신 750+반 9시(LC & P7) / 10시(RC) 자체교재

18:00~19:50

[초-중급 종합반] 신신 750+반 6시(RC) / 7시(LC & P7)

※수강신청은 당일 0시를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개 강 일 2019. 12. 2.(월)
추가접수 2019. 12. 2.(월) ~ 12. 6.(금)

강의실 수강료 정원

10
508 130,000 40
50

신辛신新토익 단과반
분반 담당강사

접수기간 2019. 11. 18.(월) ~ 12. 1.(일)

교재명

수강시간

과정안내

3

08:00-08:50

신신 750+ RC반

20

4

09:00~09:50

신신 750+ LC, PART 7반

10

10:00~10:50

신신 750+ RC반

7

18:00~18:50

신신 750+ RC반

10

8

19:00~19:50

신신 750+ LC, PART 7반

10

5

박선영

교재명

강의실 수강료 정원

자체교재

508

65,000

20

☞ 강좌 및 기타 문의: 카톡 ID 신신토익 / 다음카페 『신신토익』에서 똑똑! 상담문의 이용

※수강신청변경은 행정실에서 추가접수기간 내에만 가능
◈ 정확한 시간표는 전북대학교 포털(오아시스 2.0)에서 확인 요망

모의토익

◈ 괄호안의 수강료 할인금액은 전북대 재학생/졸업생/교직원에 해당

〔공인영어시험강좌 TOEIC & TOEIC Speaking 12월〕
공인영어시험강좌의 자체교재는 개강일 강사가 직접 판매합니다!
강좌 및 상담 문의는 시간표 하단에 적힌 메일이나 카페를 이용해 주세요!

수강시간

과정안내

접수기간

12월 7일(토)

11월 25일(월) ~ 12월 4일(수)

12월 14일(토) 12월 2일(월) ~ 12월 11일(수)

秀 TOEIC
분반 담당강사

시험일자

교재명 강의실 수강료 정원

원어민 회화 (월-금)

☞ 강좌 및 기타 문의: http://cafe.daum.net/LEC-SueToeic에서 상담게시판 이용

2019

클레어 토익
분반 담당강사

수강시간

과정안내

교재명 강의실 수강료 정원

※ 강사 개인적인 사정으로
12월 강좌는 휴강합니다.

박경아

응시료

정원

뉴 실크로드 센터
현관 게시

8,000

200

외국어학당 연간 일정
연도

※ 강사 개인적인 사정으로 12월 강좌는
휴강합니다. 1월 강좌는 정상 운영됩니다.

김수현

강의실

2020

8주 내국인 강좌

접수기간

학기
영어 (6~7주)

제 2외국어 (7주)

일반영어(월-목/8주)

해당 강좌 개강 전

봄1

2019.03.04. ~ 04.19.

2019.03.04. ~ 04.19.

2019.03.04. ~ 04.25.

2019.02.18.(월)- 03.03.(일)

봄2

2019.04.29. ~ 06.14.

2019.04.29. ~ 06.14.

2019.04.29. ~ 06.20.

2019.04.15.(월)- 04.28.(일)

여름

2019.07.01. ~ 08.09.

2019.07.01. ~ 08.16

2019.07.01. ~ 08.22.

2019.06.17.(월)- 06.30.(일)

가을1

2019.09.02. ~ 10.25.

2019.09.02. ~ 10.25.

2019.09.02. ~ 10.24.

2019.08.19.(월)- 09.01.(일)

가을2

2019.11.04. ~ 12.20.

2019.11.04. ~ 12.20.

2019.11.04. ~ 12.26.

2019.10.21.(월)- 11.03.(일)

겨울

2020.01.06. ~ 02.14.

2020.01.06. ~ 02.21.

2020.01.06. ~ 02.27.

2019.12.23.(월)- 2020.01.05.(일)

※상기 일정은 언어교육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강좌 및 기타 문의: pka9001@naver.com / 카톡: kyahv

▣ 수강안내 : 전북대학교 언어교육부 홈페이지 등록방법 참조
수강기간 12월 2일 ~ 12월 27일 (4주/월~금)
12월 25일 휴일에 따른 21일(토) 보강 예정

임쌤 토익 종합반
분반 담당강사

1

수강시간

과정안내

09:00-10:50

750+ 보장 종합반(스킬+핵심) (RC 9시/ LC 10시)

18:00-19:50

750+ 보장 종합반(핵심+스킬) (LC 6시/ RC 7시)

임대인
4

교재명 강의실 수강료 정원

40
자체교재

507

① 전액환불 : 개강일 전과 폐강에 따른 환불

60
환불기준

과정안내

2

09:00-09:50

750+ 보장 RC 핵심반

10

3

10:00-10:50

750+ 보장 LC 스킬반

10

18:00-18:50

750+ 보장 LC 스킬반

6

19:00-19:50

750+ 보장 RC 핵심반

10

7

20:00-20:50

850+ 실전 문제 풀이반 (RC: 월,수,금 / LC: 화,목)

40

임대인

제시카 TOEIC Speaking

1

제시카김

③ 70%환불 : 수업일수 3일~수업일수 5일까지

자체교재

507

수강시간

과정안내

교재명

강의실 수강료 정원

18:00~19:20

[4주완성 초-중급반] 모의고사 3회 실시
& 스터디운영

최신기출
자체교재

502 140,000 40

☞ 강좌 및 기타 문의: http://cafe.daum.net/Jessica0616

⑤ 환불불가 : 수업일수 11일부터

※ 환불신청은 수강신청과 동일하게 오아시스로 신청
※ 제 2외국어 강좌는 영어회화 강좌와 환불일자가 동일함
※ 추가접수 기간 내 수강신청 건도 동일한 환불규정 적용

폐강 공지

65,000 10

수강기간 12월 2일 ~ 12월 27일 (4주/월~금)
12월 25일 휴일 수업 진행

④ 50%환불 : 수업일수 6일~수업일수 10일까지

(수강내역조회 클릭 → 해당강좌 클릭 → 환불신청하기 클릭 → 본인명의 계좌번호 기입)

교재명 강의실 수강료 정원

☞ 강좌 및 기타 문의: imssamtoeic(카톡)

분반 담당강사

② 80%환불 : 수업일수 1일~수업일수 2일까지

(모의토익제외)

수강시간

5

▣ 환불 및 폐강: 아래 외 경우 절대 환불불가하니 유의하여 신청하세요!

130,000

임쌤 토익 단과반
분반 담당강사

https://lec.jbnu.ac.kr

〔Memo〕

등록인원이 개설가능 인원수에 미달될 경우 폐강될 수 있으며 폐강 안내는 개강
전 주 목요일 오전부터 이루어지니, 수강신청 시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E-mail)를
정확하게 입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