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어학당 1월-2월 프로그램 안내

 등록기간: 2016. 11. 28. (월) ~ 12. 20. (화)

 수업기간: 2017. 1. 2. (월) ~ 2. 27. (월)

 반 배정 시험일

- 영어: 2016. 12. 21. (수) ~ 12. 22. (목)

- 중국어: 2016. 12. 21. (수)   

- 제2외국어: 2016. 12. 21. (수) ~ 12. 22. (목)

 반 배정 발표일: 2016. 12. 28. (수)

프로그램 등록 안내

 영어 과정

- <방학 Intensive> 

1월/2월 Intensive English 1개월 영어 속성 과정!

- 취업준비 1개월 스페셜 프로그램

Resume Writing, Cover Letter, Formal e-mail Writing, 

Interview Skills, Mock Interview를 통한 철저한 취업 준비 과정!

 중국어 과정

- 정규과정 중국어 회화반, 중국어 신문독해반, 비즈니스 중국어

- <방학특강 Intensive HSK> 

HSK 5, 6급 쓰기 시험에 필요한 원고지 작성 집중 학습!

※중국어 회화반 야간반과 Intensive HSK는 백양누리 금호아트홀에서 진행

 기타 외국어 과정

- 정규과정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회화

- 집중과정 독일어 유학대비반, 문법반

프로그램 안내 사항

*영어/기타외국어: 02)2123-3475 
*중국어: 02)2123-3452 
*E-mail: ysfli@yonsei.ac.kr 

수강신청방법문의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로그인 수강신청



외국어학당 2017년 1월-2월 시간표

언어 구분 강좌명 레벨 요일 및 시간

영어

Academic

<방학 Intensive>
1월/2월 Intensive English 1~5 레벨 월,화,수,목 09:00-12:00 

<4 Skills 회화중심>
Total English 1~6 레벨 월,화,목 

16:00-18:00 
19:00-21:00

<작문> 

Academic Writing 4 레벨 이상 월,화,목 16:00-18:00

Business
<비즈니스영어>
Biz English 4 레벨 이상 화,목 19:00-21:00

Conversation

<정규과정>

Listening & Speaking 1~6 레벨 화,목 
14:00-15:30
16:00-17:30

Saturday Conversation 1~6 레벨 토      
10:00-13:20
(설연휴로 토요반은 매 수업 
20분 연장)

Pop In English 4 레벨 이상 월,화,목
12:00-13:00/19:00-20:00
(교차수강 가능) 

교직원 특별반 영어회화 점심반 
초급(1~2 레벨) 
중급(3~4 레벨)

월,목 12:30-13:20

Special Program
<취업준비>

Job Skills
4~6 레벨 월,수 14:00-16:00

중국어    
   

Academic
중국어 신문독해 4 레벨 이상 화,목  10:00-12:00

중국어 신문독해 토요반 4 레벨 이상 토 10:00-13:20

Business
비즈니스 중국어 3 레벨 이상 월,수     18:30-20:00

비즈니스 중국어 토요반 3 레벨 이상 토  10:00-13:20

Conversation
중국어 회화반(말하기, 듣기)

1~6 레벨
마스터반(6레벨 이상)

화,목 09:00-12:00 

월,수
 or
화,목 

18:30-20:00

토      10:00-13:20

동화책으로 배우는 중국어 중급(3~4 레벨) 월,수  10:00-12:00  

교직원 특별반 중국어회화 점심반
1.1~6.3 레벨
마스터반(6레벨 이상)

화,목   12:30-13:20

방학특강
Intensive HSK

1월/2월 HSK 5, 6급 쓰기반 5~6 레벨 월,수  10:00-12:00  

일본어 정규과정 생생 日本語 회화반

입문(1 레벨)
초급(2 레벨)
중급(3~4 레벨)
고급(5~6 레벨)

화,목   

초급:        10:00-12:00

입문:        13:00-15:00

중급/고급:   19:00-21:00

독일어
집중과정 독일유학대비 Deutsch 집중과정 1.1~3.2 레벨 화,목   16:00-19:00

문법반 독일어 문법반 Grammatik 초급(1~2 레벨) 목     13:30-15:30 

스페인어 정규과정 Hola Español 회화반
입문(1 레벨)
초급(2 레벨)
중급(3~4 레벨)

화,목   
중급:        16:00-18:00

입문/초급:   19:00-21:00

프랑스어 정규과정 Bon Français 회화반
입문(1 레벨)
초급(2 레벨)
중급(3~4 레벨)

화,목   
입문/중급:   16:00-18:00

초급:        1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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