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계획서 <영어회화Ⅲ>
영어회화Ⅲ

과목명

학점/

2020년 2학기

연도/학기

운영

김제니,김은주,김혜미,위준성,이상은,

교·강사

교·강사명

이승희,이은연,이재은,임해경,전나리,허숙

E-mail

이수시간

고등학교 졸업자
3학점 / 15주

수강대상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가진 자

hakjum@ybm.co.kr

교·강사

02-2009-0524

전화번호

- 영어회화의 고급 단계로, 영어권 나라 현지에서 촬영한 생생한 학습자료를 바탕으로 주관적인 표현과 객관적인 서술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영어회화를
연습할 수 있다.
수업목표

- 영어회화Ⅰ, Ⅱ의 수준 이상의 듣기, 말하기 능력을 기반으로 제시 및 설명하기, 설득 및 주장하기, 즉흥적인 대화 등 다양한 의사전달 환경 경험을 통해
질의응답 대처법, 대화를 스스로 통제하고 주도하는 법 등 일상생활에서 비즈니스 상황까지 영어회화와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한 심화된 연습과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훈련할 수 있다.

평가기준

수료기준

· 출석률 80% 이상, 총점 60점 이상 모두 충족

성적분포

ㆍ수업기간 : 2020/08/25(화) ~ 2020/12/07(월) - 15주간
평가기간

ㆍ중간고사 : 2020/10/16(금) 낮 3시 ~ 10/20(화) 낮 3시 ㆍ과제 : 2020/10/27(화) ~ 11/09(월)
ㆍ기말고사 : 2020/11/27(금) 낮 3시 ~ 12/01(화) 낮 3시 ㆍ토론 : [1차] 2020/09/15(화) ~ 09/21(월), [2차] 2020/11/10(화) ~ 11/16(월)

성적이의
신청기간
유의사항

주교재
(저자,출판사,

· 성적공개 후 3일간
ㆍ2021년 1월 학점인정 신청 가능
ㆍ2021년 2월(전기)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 가능
부교재

- 학습 교안

(저자,출판사,

출판년도 포함)

주차

출판년도 포함)

차시별 강의내용

차시

수업진행방법

학습자료

(원격/출석)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1) 강의 주제 : Marathon
2) 강의 목표
ㆍ특정 행사 참여 시 관계자 및 참가자와 나눌 수 있는 회화 표현을 익혀 적용할
수 있다.
ㆍ마라톤 개최의 목적 등 행사 내용 문의 및 참여와 등록 방법에 대해 묻고 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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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What is the purpose of the Polly's Run for Life?
ㆍThis is my first year to run and I'm really glad to join this event,
ㆍI registered by online last week. Do you know how I can check in today?
1) 강의 주제 : Korean festival
2) 강의 목표
ㆍ행사 호스트로서의 손님 접대 관련 회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행사 프로그램 소개, 접수 및 등록 방법 안내, 선물 및 이벤트를 소개하는
표현을 익혀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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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세부내용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we provide a delicious lunch and afterwards we have lots of games and prizes.
ㆍI think it’s very worthy for the kids.
ㆍWhat time does the raffle drawing start?
ㆍI also heard you had a scholarship ceremony today.
ㆍIt’s gonna be a fun day today, I bet.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Buying wine
2) 강의 목표
ㆍ손님 접대를 위한 와인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모임의 특성과 방문자, 음식에 맞는 와인을 문의 또는 추천받는 표현 및 실제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묻고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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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Can you recommend any good one for Thanksgiving?
ㆍDoes your family prefer red or white wine?
ㆍThat’s a reasonable price.
ㆍI should take that one I think.

1) 강의 주제 : Photo printing
2) 강의 목표
ㆍ사진을 인화하고 출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프린트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과 사이즈 조절법 문의, 오래된 사진의 수정/확대
등 보정에 대한 내용을 묻고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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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I don't know how to use this machine. Can you help me to use this machine?
ㆍIf touch on the compact flash card right here, and it shows you that it goes
in this compartment.
ㆍI have an old picture. Can you retouch this picture and enlarge it?

1) 강의 주제 : Getting a tip from a friend
2) 강의 목표
ㆍ물건 구매를 위해 친구에게 조언을 얻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자동차 구입을 위해 차종, 사이즈, 중고 여부, 주행 마일, 예산, 추천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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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여 구매 팁을 얻는 표현을 익혀 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I'm thinking of getting a new car, and what do you think?
ㆍI would look to get a compact car with a very good gas mileage.
ㆍI'd better take a look at all the sites and find a good- priced car.

1) 강의 주제 : How to lease a house
2) 강의 목표
ㆍ부동산에서 집을 렌트하거나 계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임대 시기, 가격, 장소와 관련한 렌트 방법과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ㆍ임대 신청서 작성법, 수수료 및 보증금, 계약 연장 문의 등에 관한 내용을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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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I liked that house you showed me the other day.
ㆍI think that house will be really great for my family. So I would like to rent
the house from next month.
ㆍIt describes the leasing term here. And, do I have to renew it every year?

1) 강의 주제 : Looking for a preschool
2) 강의 목표
ㆍ자녀를 위한 학교 서칭 및 선택 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유치원 방문 시 클래스의 종류, 운영 시간, 교육비, 교칙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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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모를 위한 핸드북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I’m liking for a preschool for my son.
ㆍWhat are your school hours?
ㆍDo the children take naps here? And how long do they take a nap?
ㆍIs there anything that I need to know about the school policy.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Parent conference
2) 강의 목표
ㆍ자녀의 학교 생활 점검을 위한 교사 면담 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자녀의 학교 적응 정도, 수업 및 규칙 이해 정도, 교우 관계에 관해 교사에게 묻고
감사 표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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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가정통신문 요청 및 이슈 사항 제공에 대해 당부하는 표현을 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How is Brad doing at school? Is he adjusting himself to school well?
ㆍ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other classmates.
ㆍI was worried about that part of him.
ㆍPlease let me know if he is having trouble with anything.
1) 강의 주제 : Truck rental
2) 강의 목표
ㆍ차를 렌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차를 렌탈하기 위해 사이즈, 렌탈 기간 별 비용과 보험금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다.
ㆍ보증금에 대해 묻고 현금 또는 카드를 선택하여 렌탈 비용을 지불하는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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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I’m interested in renting a truck to move my belongings.
ㆍWhat size truck do you think you need?
ㆍCan I make a reservation for that?
ㆍDo you need a deposit to hold the truck for me?
ㆍYou can just come in that morning and you will need valid driver’s license.
1) 강의 주제 : Pet resort
2) 강의 목표
ㆍ애완동물 리조트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리조트의 시설 및 클래스의 종류, 애완견 훈련 프로그램, 비용 및 수업 선택법,

ㆍ오디오 음성 강의

예약 방법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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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1차 토론
(학습주제에 대해 학습자들과
의견 나누며 과목 이해하기)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 4주차에 일주간 진행

ㆍI have a yellow Labrador, and I would like to bring him here.
ㆍCan you tell me about your classes?
ㆍHow many classes does it take to train my dog?
ㆍI see you offer boarding and daycare also here.
1) 강의 주제 : Showing the house
2) 강의 목표
ㆍ부동산 업자와 함께 집을 구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어휘를 학습하여 구분할 수 있다.
ㆍ집 구조를 안내 받고 그에 대한 인상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묻고
답할 수 있다.
11
4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Are you ready to look inside the house now?
ㆍThis is the spacious master bedroom.
ㆍIt has access to the lanai, the sliding glass doors.
ㆍThis kitchen is very upgraded.
ㆍDoes this house have a two-car garage?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Renter's insurance
2) 강의 목표
ㆍ보험회사에서 세입자 보험을 가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세입자 보험 가입 방법, 보험의 범위 및 보장 종류와 그 예시를 안내 받는 내용을
묻고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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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인 자산에 따른 보험금 산출 방법과 계약 방법, 계약 서식 작성법과 계약 시
준비물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I would like to know if you sell renter's insurance here.
ㆍHave you had a renter’s insurance before?
ㆍIt is an additional rider, is not included with the renter’s policy automatically.
ㆍDo you have a business card I can take?
1) 강의 주제 :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2) 강의 목표
ㆍ지인에게 명소 또는 전시회를 소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전시회의 내용, 교통편, 관람료, 사진촬영 가능 여부,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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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세부내용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They've got for kids to keep their attention.
ㆍI know there's plenty of public transportation here.
ㆍWhat would be the easiest way for me to get here?
ㆍThe museum is actually already free for everyone but there's just a suggested
donation.
ㆍDo you know if I can take pictures inside?

1) 강의 주제 : Times Square
2) 강의 목표
ㆍ브로드웨이 쇼 등의 공연을 관람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브로드웨이 쇼의 특징, 연령별 다양한 공연, 상영 시간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다.

5

ㆍ공연 티켓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과 드레스 코드에 대한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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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Have you ever watched a show before?
ㆍDo you know if there's a way I purchase these tickets cheaper?
ㆍIs there a way to purchase food during the show?
ㆍIs there a dress code?

1) 강의 주제 : United Nations
2) 강의 목표
ㆍUN 건물 방문 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UN 구성 국가, 엄격한 방문 절차, 관람 가능한 시설 범위와 입장료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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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I'd like to get some information about the U.N. today.
ㆍHow many countries are represented in the U.N.?
ㆍWhat can I expect to see when I go inside?
ㆍIs it true that there’s a strict screening process?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New York Library
2) 강의 목표
ㆍ도서관 방문에 대해 친구에게 정보를 얻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
할 수 있다.
ㆍ뉴욕 국립 도서관의 역사, 이용 시간, 보유 도서 종류 등과 관련하여 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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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학생의 도서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Do they have anything other than books that I can borrow?
ㆍFor foreign exchange students, is there a way they can get a library card to
borrow the materials?
ㆍI’m pretty sure all you need is proof of address.
ㆍDo you know how old it is, like when it was built?
1) 강의 주제 : City Hall
2) 강의 목표
ㆍ들러리 등 미국의 결혼식 문화를 이해하고 관련 표현을 익혀 대화에 활용할 수
있다.
ㆍ시청 건물의 역사 및 시청 내 결혼식장 사용법, 청첩장 전달과 들러리 관련
6

표현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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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She asked me to deliver her wedding invitation.
ㆍAs a matter of fact, she’s getting married right here at the City Hall.
ㆍI’m actually her co-maid of honor.
ㆍ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clerk’s office?
ㆍShe wanted me to go check it out so.
1) 강의 주제 : South Street Seaport
2) 강의 목표
ㆍ오랜만에 친구와 만났을 때 나눌 수 있는 대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안부를 묻거나 장래 계획 공유 및 관광 쇼핑의 명소 South Street Seaport의
윈도우 쇼핑 제안과 관련해 대화할 수 있다.
18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Do you still live in the Upper West Side?
ㆍWe should see where I end up but I want to take what the city has to offer.
ㆍWhat brings you all the way down here?
ㆍHow about we catch up while we go window shopping together?

1) 강의 주제 : Flatiron Building
2) 강의 목표
ㆍ지역 명소 방문 시 역사적 유래를 묻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Flatiron Building 건물의 이름, 유래, 특징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사진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
19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I just found these pamphlets here.
ㆍDo you have a camera on you? Let’s ask someone to take a picture for us.
ㆍDo you know any interesting facts about the Flatiron?
ㆍWhat a perfect name that you know, since then.
1) 강의 주제 : Union Square
2) 강의 목표
ㆍ타인의 초대에 응하기 및 마켓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물품 관련 대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생일 축하와 선물 논의, Union Square의 마켓 및 시위, 판매 물품에 대해 친구와
묻고 답할 수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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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What were you up to?
ㆍShe would love for you to come over.
ㆍI’ve never been here when it isn’t packed.
ㆍIt’s fun to kind of sit and gaze see what everybody’s doing.
ㆍWhat other stuff goes on at Union Square?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Federal Reserve Bank
2) 강의 목표
ㆍ견학 또는 체험학습을 준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Federal Reserve Bank 투어를 위한 건물 특성, 다양한 보유 화페, 달러 지폐에
관한 에피소드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다.
21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What are some other stuff that you know about the building?
ㆍI did a little research before I came today because I have to schedule the tours
in advance.
ㆍDo you have a dollar on you?
ㆍDid you notice what it says on the top of our dollar bill?
중
8

간

고

사

• 총 25문항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
• 시험시간 : 60분
1) 강의 주제 : Madame Toussauds
2) 강의 목표
ㆍ티켓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과 전시관 관람 후의 즐길 거리와 장소를
추천받기 위한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왁스 박물관 Madame Toussauds의 특징 및 관람 시간과 비용, 4D 영화 상영에
관한 대화를 자유롭게 이어나갈 수 있다.
22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It’s a lot of fun. I mean, I would really consider that. Have you ever been?
ㆍIs this place worth the cost?
ㆍWhat should we do afterwards?
ㆍIf you get it online, whether it’s the same day or in advance, it is for cheaper
rates.
1) 강의 주제 : Bryant Park
2) 강의 목표
ㆍ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 생활 관련 표현을 익혀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요가, 콘서트 등 Bryant Park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스케이트장,
무료 와이파이 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대해 직장인 친구에게 묻고 답할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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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I was trying to grab something to eat on the way.
ㆍWhere do you usually buy lunch around here?
ㆍDid you know you get free Wi-Fi access here?
ㆍWhat are some events that go on at Bryant Park?

1) 강의 주제 : Grand Central Station
2) 강의 목표
ㆍ직장인의 출퇴근에 많이 이용되는 기차역 및 기차 이용과 관련하여 나눌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Grand Central Station의 기차 시간과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즐길 거리, 푸드코트
추천, 플래시 몹 구경 등에 대한 내용을 묻고 답할 수 있다.
24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How much time do you have till your train?
ㆍWhat are you going to do while you’re waiting?
ㆍWe could walk around and see all the different attractions that Grand Central
has to offer.
ㆍAfterwards, do you want to check out Grand Central Terminal?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Asking for advice
2) 강의 목표
ㆍ충고나 조언을 받는 상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직장 동료에게 스트레스를 털어놓거나 감정과 고민을 공유하고 독려할 수 있는
표현을 알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
25

3) 강의 세부내용

원격강의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ㆍI’m just really stressed out about work.
ㆍThey’re giving me more and more to do these days and it’s causing me a lot of
stress.
ㆍI think you should talk to your supervisor. And let him know how you feel.
ㆍI actually know other companies in our field, and they can also give you a
job opportunity or an interview at least.

1) 강의 주제 : Job interview
2) 강의 목표
ㆍ구직을 위한 인터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지원 동기와 관련 경력, 자신의 강점 제시, 희망 연봉 제안, 업무에 대한 열정 표출
관련 표현을 알고 실제 대화할 수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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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세부내용

원격강의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ㆍYes, I do. I interned at a trading company during my college years.
ㆍI think your company has a large potential for growth. And I have really wanted
to work in this field for a long time.
ㆍIf you can pay a little bit more than that, I would be so glad.
ㆍI think that amount will be reasonable for me.
ㆍMy time management skills are excellent and I’m very organized.

1) 강의 주제 : Request for Sick days
2) 강의 목표
ㆍ회사에 병가를 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병가 사유 전달, 부재 시 처리해야할 급한 업무 및 백업 인력과 대안 제시,
상대의 염려에 대한 응답 관련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
27

3) 강의 세부내용

원격강의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ㆍLast night I went to the ER because of a high fever.
ㆍThe doctor said I needed to get some rest, so, can I take a couple of days off,
please?
ㆍI feel better than last night but I still have a fever, headache and some dizziness.
ㆍI have a couple of things that I needed to finish by today. But my partner, Bea,
she knows about it.

1) 강의 주제 : Confirming a business appointment
2) 강의 목표
ㆍ전화 통화를 이용한 직장 업무 진행 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전화 통화로 업무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직장인의 전화 수신 포맷, 업무
스케쥴 및 바이어와의 미팅 일정 확인 관련 표현을 알고 대화할 수 있다.
28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Thank you for calling True Green. This is Mina speaking. Can I help you?
ㆍWould you like to confirm the meeting on Friday?
ㆍCould you hold on for a second, please? I’ll take a look at my schedule real
quick.
ㆍThe meeting will be at three o’clock on Friday. Does that still work for you?

11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Business meeting with a buyer
2) 강의 목표
ㆍ바이어와의 단가 협상 미팅 시 사용할 수 잇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바이어 응대를 위한 정중한 표현, 화자의 말에 공감, 수용할 수 있는 표현, 비용
협상과 계약 성사 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묻고 말할 수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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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세부내용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Everybody got the document in front of you?
ㆍWe should decide on the unit price, first. So, how much are you expecting for it?
ㆍThat makes two of us.
ㆍIf you could just sign the last page and initial every other page at the bottom
right-hand corner. Make sure it’s exactly the way you wanted.

1) 강의 주제 : First day of work
2) 강의 목표
ㆍ출근 첫날에 직장 동료와 나눌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회사 분위기와 업무 내용 및 복지시설에 대한 문의, 함께 일할 동료를 소개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알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
30

3) 강의 세부내용

원격강의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ㆍLet me take you to the cafeteria and get you a drink.
ㆍDo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our company?.
ㆍNobody will give you a hard time here. That’s why I love to work for this
company.
ㆍThe important thing is that you yourself feel at home, so you can be productive
and creative.
1) 강의 주제 : Handling a Complaint
2) 강의 목표
ㆍ고객 상담 전화 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제품에 대한 불만이 있는 고객 응대, 문제 상황의 체계적 확인을 위한 표현을 알고
대화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추후 관리 및 보상을 위한 프로세스, 환불 진행법 안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묻고
31

답할 수 있다.

ㆍ오디오 음성 강의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2차 토론
(학습주제에 대해 학습자들과
의견 나누며 과목 이해하기)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 12주차에 일주간 진행

ㆍI’ve never had any issues before.
ㆍ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that it has caused.
ㆍNormally we reimburse the doctor’s visit.
ㆍWe will do our best to make it up for you.
ㆍIf you have other problems, please call us again.

1) 강의 주제 : Restructuring
2) 강의 목표
ㆍ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상사와 면담 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사회 경제적 상황 및 회사 분위기, 사내 긴장감, 구조 조정의 기준 문의 등의 대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묻고 답할 수 있다.
12

32

3) 강의 세부내용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The whole country is in an economic crisis right now, so even our business
has been a bit stifled.
ㆍNobody speaks about it, but everybody is being extra careful.
ㆍWe won’t lay off employees with no reason.
ㆍWe get opinions from your fellow workers and your immediate supervisors.
ㆍIt makes me a little nervous but I’m just going to keep doing my best.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Getting Promoted
2) 강의 목표
ㆍ승진 통보를 받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업무 성과와 전문성에 대한 칭찬 및 독려 표현,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 정도,
승진 통보 시 반응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대화할 수 있다.
33

3) 강의 세부내용

원격강의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ㆍI do feel fairly new to the company.
ㆍEspecially as I’m reviewing these figures here, I’ve realized that we’ve never seen
such professionalism.
ㆍJust continue to do as you’ve done to date, and that will really be enough.
ㆍLet me know what I need to know about the new position and when this
transition would happen.

1) 강의 주제 : Customer Relationship
2) 강의 목표
ㆍ효과적인 고객관리를 위한 아이디어 회의 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현재 고객관리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고객사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
34

등의 아이디어를 영어로 자유룝게 논의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I don’t think we’ve been making the effort to really get to know them.
ㆍI think we need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with Jasmine Clinic.
ㆍHow about building a closer, more casual relationship?
ㆍWe should visit the headquarters and meet face to face.

1) 강의 주제 : Rescheduling a Vacation
2) 강의 목표
ㆍ휴가 일정 조정을 요청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휴가 일정 조정-취소 요청, 갑작스러운 출장 업무에 대한 반응, 보너스 등의 보상
제안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영어로 묻고 말할 수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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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세부내용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ㆍI’m going to have to cancel that vacation request next week.
ㆍBut the company’s situation can’t afford it.
ㆍI know this is a huge deal for the company but I’ve already made plans and
it’s with family.
ㆍWe can offer you a bonus, or some kind of other compensation.
ㆍI totally understand but if there’s any way you can reconsider I would
appreciate it.
1) 강의 주제 : Claiming Overtime
2) 강의 목표
ㆍ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요청 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초과 근무 상황 보고 및 추가 수당 지급 방법 과 절차 문의를 영어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ㆍ출장 시 지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다.
36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I want to claim my overtime.
ㆍJust fill this out with your basic information and your overtime hours and we will
be flexible so it doesn’t need to be exact.
ㆍHow about getting paid for the money I spent on an outside duty?
ㆍJust collect your receipts along the way.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Running Errands
2) 강의 목표
ㆍ업무 지시 또는 업무 협조를 받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업무 지시 내용 파악 및 참조 샘플, 관련 보고서 요청, 업무 진행 시의 주요 이슈와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해 묻고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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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세부내용

원격강의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ㆍMy assistant is taking today off, so I’d appreciate it if you could assist me with
some tasks.
ㆍI think I need a little more detail. Do you have a sales report of previous months
that I can refer to?
ㆍIt’s already past due.
ㆍI will send you the previous report via email.
ㆍPlease ask Jane whether she’s done with the proposal.
1) 강의 주제 : Requesting a business trip
2) 강의 목표
ㆍ상사에게 출장 요청을 위한 보고 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출장 장소 및 일정, 사유 보고 및 적정 비자유형과 유효 기간 확인 지시, 출장 시
추가 업무 지시와 관련한 내용을 묻고 답할 수 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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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세부내용

원격강의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ㆍIf anyone hasn’t put in a proposal yet, I’m here to request a business trip
to England.
ㆍThat’s the first thing you need to check before planning a business trip.
ㆍWhat about your visa? Is your tourist visa good enough or do you have to
apply for another type of visa?
ㆍIt would be my first time to go on a business trip, so I’ll have to look for a
travel agency.
1) 강의 주제 : Workshop Preparation
2) 강의 목표
ㆍ상사에게 회사 워크샵 준비 내용 보고 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ㆍ워크샵 장소 및 프로그램과 비용 등 준비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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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다음 표현을 훈련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다.
ㆍJust report on what’s done until now.
ㆍWhat do you think the estimated total will be though? I want to stay on budget
for this.
ㆍIt’s really important that every employee participates.
ㆍI asked the 10 workers, and the opinions split into 50-50.
ㆍLet me do a little more research and I can get back to you on that.
기

15

말

고

사

• 총 25문항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
• 시험시간 : 60분

수업에 특별히 참고할 사항
강의유형

콘텐츠구현방식 : Html 기반 + VOD형
이론중심
▶ 영어권 나라 현지에서 촬영한 다양한 장소 및 주제 기반의 생동감 있는 영상 제공
▶ 일상생활에서 비즈니스 상황까지 현장에서 바로 사용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표현 훈련

강의특성

▶ ‘일반 수준-첼린지 수준-후기인터뷰’ 내용을 통한 단계적이고 반복적인 회화 연습
▶ 원어 해설 강의를 통해 영어 context 이해 향상
▶ 영어 사용국의 문화적 개념을 반영한 현장감 있는 영어 표현 체득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