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대학원생들의 외국어능력을 향상, 대학원생 학위취득을 촉진시키고자 공신력 있는
외국어자격시험(영어) 대체 강좌를 운영

 교육대상: 대학원 석 · 박사 과정생 중
(외국어시험을 영어 대체강좌 이수로 대신하고자 하는 자)
 교육과목: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영어) 대체 강좌
 교육인원: 수준별 20명 이상, 2개 반 운영

 총 8주 과정(총 40시간 강의로 구성)
 수업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12:30 ~ 17:30, 일일 5시간
 교육장소: 새천년관 외국어학당 강의실
 수업료: 285,000원 (할인 적용 금액)
※ 반 별 수강인원 10명 미만 시 폐강될 수 있음
※ 소속된 전공에서 대체 강좌 이수 인정시 외국어자격시험을 면제받게 됨.

세션

수강신청기간

개강일

종강일

5

7. 31.(월) ~ 8. 25(금)

9. 2.

10. 28.

6

9. 4.(월) ~ 10. 6(금)

10. 14.

12. 2.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Listening Comprehension
- 분야별 다양한 지문을 통해 발음 및 쉽게 들리지 않는 연음 반복 청취
- 공인어학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및 단어 정리
- 유형별 학습을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
 Reading Comprehension
- 독해 파트별 문제경향 파악 후 반복적인 문제풀이
- 유형별 문법 정리 및 비슷한 문형 대입 연습
- 부문별 어휘 학습 및 간단한 테스트
 우수한 강사진 구성
 유형별 문제은행 추가 제공(수업자료에 대한 개별 복습자료 제공)
 점수 획득 시까지 반복 트레이닝
1차 수강(이수시험 실시)



평가기준 미달시, 재수강 가능
수업료 50% 할인

2차 수강 후 재시험 실시



평가기준 미달시, 3회 차 수강 가능
수업료 70% 할인

3차 수강 후 재시험 실시



평가기준 미달시, 4회 차 수강 가능
4회 차 부터 수업료 전액 무료

구분
평가 항목

 출석 / 퀴즈 / 자격이수시험
 출석: 10 % / 퀴즈 30 %(LC, RC 각 15%) / 자격이수시험: 60%

평가기준

 출석은 일일평가 단, 총 결석일수가 1/3 이상일 경우 불이수
 퀴즈는 6주간 총 3회 실시(3, 4, 5주차에 시행)
 개강 2~3일전 일정을 배정하여 모의 토익으로 사전 레벨테스트 실시

사전 레벨테스트실시

- 결과를 토대로 중급(500~699점), 고급(700~850점) 반으로 분반
- 모의테스트 실시 후 모의 토익 점수와 수강생의 학과 이수 기준 점수가 350점
이상 차이가 나는 수강생들은 중급반, 고급반 두개의 강좌를 수강하여야 함.

이수기준

 평가항목(총 100%)에서 전체 퍼센티지 80% 이상 획득시 이수

☎ 문의: 02)2123-3451

Webpage: http://fli.yonsei.ac.kr

Email: ysfli@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