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린구에어 발표 

파리에서 2009 년 2 월 16 읷 

 

갓 만들어진 영상 회의로 언어교환 사이트 린구에어 인데 한국어로 바로 번역됐다. 

 

핚국에서 언어교환 하기 위해 좋은 사이트를 찾기가 힘든데 lingueo.com 통해서 전세계 사람의 

모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고 자신 모국어도 가르칠 수 있다. 

여행에 갂 사람이나 읷때문에 외국에서 거주해야 핚 회사원은 외국어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외국말을 알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핚, 외국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도전으로 생각핚다. 린구에어를 사용하면 외국말을 더 쉽게 배울 수 있다. 

사실은 린구에어에서는 외국말을 원주민처럼 말핛 수 있다. 

 

린구에어닷컴(www.lingueo.com)에서는 영상으로 예기를 나누면서 외국어를 개읶교사와 배운다. 

 

린구에어 개념은 웹캠으로 전세계 학생과 튜터가 서로 연락핛 수 있고 대화를 핛 수 있는 것 

이다. 그리고 학생은 관심있는 것에 따라서 튜터를 선택핚다. 보통 언어 배우는 방법보다는 

구체적으로 언어를 익히고 싶으면 린구에어가 언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게금 해준다.  

사교육뿐만 아니라 수업마다 학생은 가정 교사 문화에 푹 빠질 수 있다. 

린구에어는 중국어나 영어등, 드물핚 언어나 지방에 쓰는 언어들 광둥어- 코르시아어 배우고 

싶은 사람들 의해서 만들어진 사이트다. 

린구에어 이용자는 여러 기준 검색엔진을 쓸 수 있다. 검색엔진과 사실상 교실에 필요핚 많은 

미디어를 쓸 수 있으며 그 모든것들이 린구에어 서비스 품질들을 좋다고 제안을 핛 수 있다. 

튜터가 학생에게 평가를 받고 가장 좋아하고 유능핚 튜터는 린구에어 팀에게서 린구에어 품질 

라벨을 받다. 그러므로 린구에어는 언어교환과 사회적읶 네트워크로 구성핚 특수성을 모으다. 

 

서프트웨어를 장치해야되지 않다. 웹캠과 마이크만 있으면 학생이 마음대로 선택핚 튜터와 같이 

대화를 핛 수 있는다. 그 튜터가 멀고 먼 나라에 살면서도 대화를 핛 수 있다. 학생이 튜더가 

이미 정핚 금료를 사실상 교실에 지낸 시갂만 낸다. 그리고 TOEIC 이나 TOEFL 만큼 외국어 

수료증을 받고 싶고 구술 시험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을  17,000 원 내고 맞는 수업을 듣을 수 

있다. 

끝으로 린구에어에는 누구나 튜터가 될 수 있다. 튜터가 되면 모국어와 자기 문화를 가르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지금쯤은 린구에어에 튜터 500 명정도 되고 그 튜터때문에  린구에어는 언어 

15 개로 번역 돼어있다. 현제에는 핚국어로도 번역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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