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영어를 통해  
여러분의 어학 목 
표를 성취하세요.

GE
나비타스의 일반 영어 과정은 학생분들이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살고, 일하고, 여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영어 실력과 
더불어 세계적 친구 연락망를 가지고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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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영어 각 레벨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개발시킬 부분

고급반
CEFR B2+ - C1

아이엘츠 6.0 이상

본인의 생각을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표현

영어를 사회적, 학문적, 직업적 목적으로 사용

많은 노력 필요 없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영어의 이해

중상급반
CEFR B1+ - B2

아이엘츠 5.0 - 6.0

일상적인 주제에서 다양한 어휘, 관용적 동사 및 표현의 사용

환경 또는 현 국제적인 이벤트와 같은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아이디어를 설명

원어민과 유창하게 의사소통

중급반
CEFR B1

아이엘츠 4.0 - 5.0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여행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상황의 처리

학교나 직장에서의 대화의 요점 이해

취미, 행사, 꿈, 열망과 같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말하고 쓰기

초중급반
CEFR A2 - B1

아이엘츠 3.0 - 4.0

학생들의 가족, 고향, 그리고 그들이 호주에 방문했던 장소들에 대해 설명/묘사하기

호주에서의 경험과 관련해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간단한 이메일 작성하기

음식 주문 혹은 길 묻기와 같은 실생활에서 대화하는 일반적 표현의 이해 및 사용하기

기초반
CEFR A2

아이엘츠 2.0 - 3.0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본적인 개인 정보 제공하기

익숙한 일생적 표현 및 기본 문구 사용하기

쇼핑, 여행, 친구 사귀기와 같은 상황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하기

General English

일반 영어 관련하여
일반 영어는 일상적인 대화, 여행, 사교에 매우 중요한 '일상 영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문법, 어휘뿐만 아니라 동사와 표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및 사교 능력은 단지 즐거움을 위해가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그룹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직 분야에서 영어 네트워킹을 하려면 
일반 영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역동적이고 대화형 학습 환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국적과 문화가 어우러져 
있어 모든 수업에서 국제적인 의사소통의 스킬이 발달이 될 것이라 
보장합니다.

일반 영어는 학생분들이 교실에서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며 장려 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visit navitasenglish.edu.au to view 
our Course Dates Calendar.

나비타스 잉글리쉬 과정 관련
•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강사진

• 과정 전반의 유대감 형성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감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

• 프로젝트 작업을 수행하고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

과정 특성들
• 호주 및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생활, 여행, 공부 또는 일할 수 있는 

자신감 증진

• 학생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주간 테스트 진행

• 선생님과 일대일 학업 상담

• 다이나믹하고 상호 작용적인 환경에서 영어 학습

• 일일  마이스터디 선택 옵션

Places are limited, apply today!
english@navitas.com
navitasenglish.edu.au

Follow us
@navitasenglish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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