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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The purpose of this video lecture series is to give English 
conversation students several skills that can then put to use in 
the classroom. This method of reinforcement will allow them to 
greatly expand their abilities as speakers of English, and will 
allow them to express themselves more confidently in English 
throughout their academic years and in their future careers. This 
will be beneficial to all students, since they can apply what they 
learn in these lessons to all parts of their life and prepares 
them for future opportunities in a global workforce.

본 동영상 강의 컨텐츠의 개발 목적은 영어회화의 기초를 배우고

자 하는 학습자들이 실제 강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스킬

을 알려주고자 하는 데에 있다. 본 온라인 컨텐츠를 사용함으로서 

학습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학습자들이 영어로 말하는 능력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고 또한 학습자들이 대학 캠퍼스 내에서 더 

나아가 미래의 직업 환경에서도 더욱 자신감있게 본인의 의사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본 온라인 강의 컨텐츠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또 졸업 

후 직면하게 될 수 있는 국제적인 근무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

게 되어 학습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컨텐츠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강의 설명

The contents are organized by a simple concept: ABC, which 
stands for “Always Be C______”,. In each video, a new word or 
phrase beginning with C is introduced, which is meant to be 
used as a positive and empowering message that continues 
throughout the entire series, ties together the contents, and 
helps to introduce and conclude each video. In addition, 
students will be exposed to “real English”, which consists of 
English they would encounter used by native speakers. These 
two concepts (positive and empowering messages + real 
English) will help those with little or no English skills quickly 



 

increase their comprehension of English, and allow them to feel 
more confident to become global citizens.

본 동영상 강의 컨텐츠는 심플한 컨셉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플한 

컨셉은 바로 ABC이며, 이는 “Always Be C____”를 의미한다. 각 

동영상 강의에서는 C로 시작하는 신규 단어 혹은 구절이 소개되

며, C로 시작하는 단어는 전체 본 동영상 시리즈 내에서 긍정적

인 에너지와 동력을 이끌어내 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며, 또 컨

텐츠의 흐름을 연결시켜주고 각 동영상 차시를 소개하고 또 마무

리해 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학습자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네이티브 스피커와 

언어로 소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전 영어 학습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이 같은 두 가지 컨셉(긍정적이고 에너제틱한 의미를 가

진 단어들의 소개 및 네이티브 스피커와의 실전 영어)으로 인해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학습자들이 영어에 

대한 이해를 단기간에 높일 수 있고 또 국제사회 시민으로서 더

욱 충만한 자신감을 가지게 해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