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 영어 캠퍼스』 추수관리 교육 프로그램 지원 안내

재학생들의 학업과 학교 적응을 위한 추수지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어 학습에 대한 어려

움 또는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대상 

  가. 2015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 (사회공헌자, 다자녀, 사회배려자, 학교활동우수자) 

중 선착순 50명(인원이 많을 경우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함)

 나. 기타

    - 본 영어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는 연세대학교 외

국어학당 강좌임으로 수강료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은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홈

페이지(http://fli.yonsei.ac.kr/)를 통해 직접 신청하여 강좌를 수강할 수 있음

2. 지원 내용 

  - 1학년 2학기 중 3개월 간 Active Campus English(A.C.E)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 및 교

재비 전액

3. 강의 장소

  -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강의실 추후 공지)

4. 반편성 레벨테스트 안내

  가. 대상  

     - 신청자 전체

  나. 일정

  - 온라인 레벨테스트(약 70분 가량 소요): 2015.09.01(화) ~ 2015.09.02(수)

  - 전화 인터뷰 레벨테스트(약 5분 가량 소요): 2015.09.01(화) ~ 2015.09.02(수)

  다. 자세한 안내는 추후 휴대번호 및 이메일을 통해 개별 공지 합니다.

5. 신청 방법 안내

  가. 수강료 지원 대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야 함

    - 신청 기간 : 8월 20일(목) ~ 8월 28일(금) 17:00 까지

    - 홈페이지 주소 : http://fli.yonsei.ac.kr
  나. 내용

   - 모든 공지 및 안내는 신청 시 작성한 개인 정보를 토대로 진행하오니, 반드시 추후 

수강 안내를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휴대번호,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6. 신청 방법 문의

 - 담당자: 02)2123-3466(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7. 프로그램 소개

  - 국내, 외국대학 강의에서 필요한 Note taking Skills와 Listening/Viewing Skills 향상 수업

Active Campus English (A.C.E. Program)

교육
기간

◎ 2015.9. 8.(화)~ 12.01.(화) 

   ※ 중간고사 기간 10.13(화), 15(목), 20(화), 22(목) 수업 없음

강의 
시간

<저녁반> 화∙목 19:00-20:30
총 교육시간 30시간

 [1.5시간/일 x 20일 과정]

교육
목표

◎ 대학생활에 필요한 Academic English에 필요한 청취와 회화 실력 향상

  - Lv.1~2: 기본적인 청취와 자유로운 회화능력 습득

  - Lv.3 이상 : 성공적인 대학생활에 필요한 Note taking 과 Discussion/speech skill을 

                       체계적으로 학습

레벨
구성 
Ⅰ

◎ Lv.1~6 [CEF 기준 A1~C1] 

    - ACE 1 / Lv.1  [CEF A1] : Starter

    - ACE 2 / Lv.2  [CEF A2] :  Elementary

    - ACE 3 / Lv.3  [CEF B1] :  Pre-Intermediate

    - ACE 4 / Lv.4  [CEF B1+] :  Intermediate

    - ACE 5 / Lv.5  [CEF B2] :  Upper-Intermediate

    - ACE 6 / Lv.6  [CEF C1] : Advanced     

※ Placement test 통한 레벨별 수업

※ 반별 10명 이상일 경우 개설

레벨
구성 
Ⅱ

Level 주요 Skills 구성

ACE 1 Listening, Speaking Everyday Conversation(EC) 1

ACE 2 Listening, Speaking Everyday Conversation(EC) 2

ACE 3 Note taking, Speaking
Everyday Conversation(EC) 3 + 

Campus English (CE) 3

ACE 4 Note taking, Discussion
Everyday Conversation(EC) 4 + 

Campus English (CE) 4

ACE 5 Note taking, Topic Discussion
Everyday Conversation(EC) 5 + 

Campus English (CE) 5

ACE 6 Note taking, Topic Discussion/Debate
Topic Discussion (TD) + 

Campus English (CE) 6

이수
기준

※ 출석률 80% 이상

※ 중간, 기말 고사 평균 점수 65점 이상(단, 각각 최소 70점 이상이어야 함)

수강료 ◎ 없음(교재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