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LLA Intensive Exam Preparation for IELTS
IELTS 집중반 졸업생 나진경 님 (학업기간: 12주)
한국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영어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IELTS 같은 경우, 호주 이민이나
캐나다, 영국 등 여러 나라가 IELTS 점수를 필요
하기 때문에 요즘 준비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런
분들은 목적이 있으니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습
니다. 저 또한 호주 이민을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었는데, 제가 어학원을 선택할 때 많은 기준이
있었지만, 1:1 수업이 많은 CELLA 셀라어학원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친구들도
심지어 호주에서 IELTS를 공부하고 온 친구들도
CELLA 셀라어학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1:1 수업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IELTS 시험준비 프로그램은 Listening, Speaking,
Writing, Reading 4가지를 다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4가지 영역을 모두 공부한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CELLA 셀라어학원의 IELTS 선생님들은 IELTS 공부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시험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고민하는 문제,
그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노하우를 알고 제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루의 7시간을 1:1 수업으로 한다는
것은 선생님 입장에서도 어려운 일이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다고, 지루하다고 결석을 하는
것보단 솔직히 선생님께 말씀 드린 뒤 수업시간에 서로 자유로운 대화를 하면서 노하우도 배우고 또 다른 방법의 공부를 휴식을
가지면서 배우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3개월 동안 모든 수업은 정말 좋았습니다. 항상 영어공부를 혼자만 했던 저에게 선생님과의 1:1수업은 처음엔 부담
이었지만, 나의 부족한 점과 강점을 잘 파악해서 잘 가르쳐주셨습니다. 심지어 단어 암기하는 법까지 선생님들의 방법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단어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만들고 그 안에 문법까지 체크하는 방법까지 배우는 것. 절대로 한가지 만 공부하
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것을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거침없이 가
르쳐주는 것. 본인들이 터득한 것을 아낌없이 나눠준다는 것과 물어보는 질문 마다 성의껏 대답해 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더 힘
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7시간을 수업해야 하는 것은 저녁에 예습, 복습을 하기에도 부족합니다. 되도록 수업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숙제는 많지 않지만, 저는 하루에 하나씩 꼭 에세이를 써서 문법이나 아이디어를 항상 공유했습니다. 문법이 하
루 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천히 배워지는데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에세이 교정 받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저만의 에
세이 작성 방법이 만들어 지는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Reading 같은 경우에도 신문기사나 책을 읽으면 당연히 좋지만, 저 같은 경우 짧은 기간에 점수를 올려야 하기에 많은 문제를 읽
고 또 읽고 그 안에서 문법이나 단어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선생님이 가르쳐 준 팁입니다. Reading에 나오는 지문들이
Writing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 Listening도 듣고 받아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쓰기를 하되, 발음도 따라서 녹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음교정도 되고 듣는 방법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IELTS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나의 생각이 많이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
다. 다행히 운이 좋아 CELLA 셀라어학원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 매니저님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배웠던 공부 방법으로 계속 공부할 것이고,
저의 꿈에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아서 행복했습니다.

필리핀 최다! 1:1 영어과정
필리핀 최초! TESOL 자격증 취득센터
필리핀 유일! 항공승무원 면접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