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 2020. 12. 14(월) ~ 1. 22(금)/ 장소: 추후 공지 # 온라인-오프라인 전환 혹은 병행 가능성 있음!
수 강 신청/납부: 2020. 11. 26.(목)부터 ~ 12. 9.(수)까지 ✱조기납부할인 12월 6일(일)까지(Early bird)
(*계좌이체: 국민은행 917701-01-139181 장로회신학대학교)
★학교 홈페이지 메인 공지사항에서 수강 신청, 전자 결제(카드 포함) 가능,
문 의: 장신언어교육원(02) 450-5463/010-9956-0130/3878-9333 (메시지만 가능(소속, 성함, 희망 상담내용) 남김)
♣ 대학부 외국어심화 2학점 인정(몽골어), (이수완료시 최대 50%수강료 지원), (온라인 강좌 제외)
◈ 신대원 이수 내역 기록(라틴어, 헬라어, 한국어만 / P 혹은 NP 방식),

해당 특전 확인

장신언어교육원 강의계획서 확인 GO > http://puts.ac.kr/plei(추후 업로드)
영어

TOEIC RC part 5,6 집중강의 (중급)

사역영어(동안교회 사역자)

1:1맞춤형 레슨

김은혜 문법 정리 및 실전문제풀이

최순종, 유승원(원어민)

한금란 (전)장신언어교육원 교수

‣24hrs. 화목 20:00 ~ 21:50

(동안교회 (키즈)영어예배 인도)

영문법 완성, TOEFL RC/WR준비

[12/15-1/21] 190,000원

‣10hrs. 화 or 목 13:00 ~ 14:50

‣40hrs. 800,000원

조기 할인 170,000원

[12/15 - 1/20] / 50,000원 조기 할인 30,000원

*1:1 상담 필수 (분납 가능)

원어민 영어회화 중급 : 계속

원어민 영어회화 고급 : 확장

William James Mckinstry (본교 교수)

William James Mckinstry (본교 교수)

‣12hrs. 월금 [12/14-1/22] 100,000원

‣12hrs. 화목 [12/15-1/21] 100,000원

수강신청 후 시간 조정 (11~16시 사이)

수강신청 후 시간 조정 (11~16시 사이)

조기 할인 80,000원

조기 할인 80,000원

독일어

B1 시험대비(독해/작문)

B1 시험대비(청해/회화)

A1- B1 문법/어휘

A2 시험대비 (독해/작문)

권영숙 (본교 교수)

(미정)

곽은하 (Bochum대, 외대)

곽은하 (Bochum대, 외대)

‣25hrs. 화목 10:00 ~ 12:30

‣25hrs. 화목 14:00 ~ 16:30

‣25hrs. 화목 10:00 ~ 12:30

‣25hrs. 화목 14:00 ~ 16:30

[12/29 - 1/28] / 200,000원

[12/29 - 1/28] / 200,000원

[12/29 – 1/28] / 200,000원

[12/29 – 1/28] / 200,000원

조기 할인 180,000원

조기 할인 180,000원

조기 할인 180,000원

조기 할인 180,000원

한국어, 제3외국어, 고전어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헬라어 강독 초급

◈헬라어 강독 중급

◈고전헬라어 문법∙강독

♣ 몽골어

강수정 (본교 교수)

최형근 (전 초빙교수,

서원모(본교 교수)

김문경 (본교 교수)

어학 전공 몽골인

(2학기에 이은 분반과 수업 이동

Macquarie 대학 Ph.D)

은 Level 시험 후 결정 및 조정)

‣30hrs. 월13:00~15:50

‣20hrs. 금15:30~18:00

사이버 몽골어 학당

헬라어 알파벳은 이미 학습한 자

[12/14-2/15]/ 70,000원

[12/18-2/26]/ 30,000원

온라인 강좌

조기 할인 50,000원

조기 할인 10,000원

‣37,000원(장신대우대할인)

‣20hrs 30,000원
[12/14–2월 중순]
조기 할인 10,000원

‣20hrs. 월18:40~20:30
[12/21-2/22]/ 70,000원

(90일 무제한 수강)

조기 할인 50,000원

*중간,기말 오프라인시험

1) 시사 토익: https://www.ybmuniv.com/payment/putstoeic /(☎ YBM 고객센터 : 02-2009-0525)
2) 해커스 토플: https://forms.gle/53cNPNntvuYfsXGy9 /(☎ 해커스 02-537-0707)
온라인 강의 목록
(학생회 통해
링크 문자 발송)

3) 독독독 독일어, 드림메이커스: https://dasdeutsch.com /(☎ 드림메이커스, 이은영 메니저, 02-775-0582)
4) 국가공인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원격 수업: https://bit.ly/3gTykbs /
(☎ 진흥원격평생교육원: 1600-2936, 3월부터 매월 2회 개강(2주/4주), 마지막은 보통 11/11....
ㄴ

2020-W 겨울학기

[멘토와의 스터디 존]
1. 코아의 다문화 자녀들과 한국어
시간 : 주말 오후 2 시 – 5 시 사이 (변동 가능성 있음)
기간 : 12 월 말 ~ 2 월 말, 주말

(학생과 조율 후 조정)

장소 : zoom(추후 링크 전달)
교재 : 초/중급 한국어 문법책 (상세한 것은 추후 정보 전달)
수업목표: 초/중고급 베트남인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응과 학업 기
초를 돕기위함
등록비 : 10,000 원 (국민/장로회신학대학교/917701-01-139181)
☞수강신청바로가기 :
https://www.puts.ac.kr/plei/js_english/adm_frame.asp

2. 디에테와 영어 톡톡 시즌 2
시간 : 월요일 저녁 7 시 - 8 시 30 분
기간 : 12 월 28 일 ~ 2 월 22 일

(9 회, 시간조정 가능)

장소 : zoom(추후 링크 전달)
교재 : English Language Adventure
수업목표: Survival English 2

(우선 다수의 신청자 수준에 맞는 한 반만 운영 예정)

등록비: 10,000 원 (국민/장로회신학대학교/917701-01-139181)
☞수강신청바로가기 :
https://www.puts.ac.kr/plei/js_english/adm_frame.asp
# 멘토와의 스터디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수강신청 바로가기로!
장신대 학생이 아닌 외부학생이라면, [02-450-5463,5468/010-9956-0130]으로!
전화나 메세지로 연락하셔서 아래 계좌로 행정절차를 위한 1 만원 내면 됩니다.!
# 계좌 이체 : 국민은행 917701-01-139181 장로회신학대학교
등록비

: 10,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