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겨울방학 공과대 재학생을 위한

5주 집중 외국어 프로그램
구분 개설강좌 시간 요일 레벨 정원 수강료 수강료  비교

영어

회화
Intensive Conversation 

(공대회화 집중반)

10:00-13:00
월-목 무관 8-12명 420,000

H학원 - 522,000
P학원 - 563,640
Y학원 - 542,46014:00-17:00

취업
Job Skills Series 122

(잡스킬 올인원반)
14:00-17:00 화수목 중급 6-8명 360,000

H학원 - 비교불가
P학원 - 477,270
Y학원 - 450,000

유학
Technical English 

Writing
(공대작문 마스터반)

14:00-17:00 화수목 중급 8-12명 420,000 비교불가

제2
외국어

독일어
IT·공학 교환/유학대비 

Deutsch 속성반
10:00-13:00 월-목 초급 8-12명 480,000 비교불가

일본어
IT·공학 취업대비

일본어 기초회화집중반
10:00-13:00 월-목 초급 8-12명 480,000  S학원 - 1,740,000

중국어
IT·공학 취업대비

중국어 회화 5주 집중반
14:00-17:00 월수목 초급 6-12명

공자아카데미 50%지원
420,000 ▶ 210,000

교육기간 2018. 1. 2(화) - 2018. 2. 1(목), 총 5주

 개강주는 2018. 1. 2(화) – 1. 5일(금)

교육장소 공과대학교 내 강의실

오프라인 접수 2017. 11. 20(월) - 2017. 12. 1(금)

 ※ 제2공학관 로비 내 외국어학당 부스에서 접수 가능 

온라인수강료납부 2017. 12. 4(월) - 2017. 12. 15(금)

반편성기간 2017. 12. 18(월) - 2017. 12. 22(금)

 02) 2123-3475    fli.yonsei.ac.kr    ysfli@yonsei.ac.kr

오프라인 
사전 접수자는 

수강료 5% 
할인

추후 외국어학당
정규과정 등록 시 

10% 추가 
재학생 할인

반편성 
안내

Intensive Conversation 전화인터뷰

Job Skills Series

Technical English Writing

공인성적표를 ysfli@yonsei.ac.kr로 제출

토익 750이상 또는 토익스피킹 Lv.5 이상 수강 가능

제출기한 : 2017. 12. 22(금) 17시까지 

제 2외국어  별도의 반편성 시험이 없음

※ 교재는 별도 구입



외국어학당 정규과정 수강생 후기

영어회화과정   

"선생님의 다양한 

자료 활용을 통해 

내 생각과 의견을 

말할 기회가 많다"

Academic Writing 과정

"글의 구조와 논리적인 

흐름을 잡는 비법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아주 유익했다"

독일어 과정  

"선생님과의 자유로운 

대화와 언어뿐만이 

아닌 문화까지 

배울 수 있어 좋았다"

구분 개설강좌 수강대상 수업내용

영
어

회
화

Intensive 
Conversation 

(공대회화 집중반)

●   기초 어휘, 문법 등을 회화를 통해 배우고 

싶은 학생
●   본인의 영어실력을 유지하고 싶은 학생
●   전공 발표 수업에 자신이 없는 학생 

●   초급 레벨의 패턴 중심 일상회화
●   학과별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   영어 Presentation의 필요한 단계별 구조/세련된 

어법학습

취
업

Job Skills Series 
122

(잡스킬 올인원반)

●   토익 750 또는 토익스피킹 Lv.5 이상
●   국내 대기업/외국계기업/해외취업 준비

하는 학생
●   이력서/CV 쓰기부터 debating 면접까지 

5주안에 잡스킬을 마스터 하고 싶은 학생

●   1주차: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한 레쥬메/ CV 작성, 

피드백
●   2-3주차: 면접의 빈출 질문에 대한 준비와 연습, 

Mock Interview 레코딩 & 피드백    
●   4-5주차: Dabating을 통해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스피킹 역량 강화 수업

유
학

Technical English 
Writing

(공대작문 마스터반)

●   토익 750 또는 토익스피킹 Lv.5 이상
●   전공 관련 영작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
●   영미권 교환/유학을 준비하는 학생

●   기술, 과학, 산업 등의 관련 지식을 명쾌하고 논리

적으로 표현하는 작문법
●   숫자 및 시각적 자료 등을 효과적을 제공하는  

작문법
●   공과대학 분야별 다양한 논문의 형식 및 구성요소, 

논문 초록 작성법 등을 배우는 과정 

제
2
외
국
어

독
일
어

IT·공학 교환/
유학대비 

Deutsch 속성반

●   독일 교환/유학을 준비하는 학생
●   단기간에 A1/A2레벨을 마스터 하고 싶은 

학생
●   탄탄한 기초 학습으로 B1시험을 대비

하고 싶은 학생

●   정규 4개월 과정 (A1/A2 두 레벨) 을 5주에  

마스터
●   말하기, 듣기, 독해, 쓰기 4 영역을 종합적으로  

학습 
●   독일 유학 정보제공 및 준비지원

일
본
어

IT·공학 취업대비
일본어 기초
회화집중반

●   일본 IT/공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   일본어에 대한 기초 학습이 절실한 학생
●   JPT/JLPT 시험 대비를 위한 선행 학습이 

단기간에 필요한 학생

●   정규 4개월 과정을 5주에 마스터
●   히라가나부터 겸양표현 등을 말하기, 듣기, 독해, 

쓰기의 4 영역을 통해 종합적으로 배우는 기초

회화집중반
●   일본 취업박람회 즉석인터뷰의 노하우와 IT · 공학 

취업 정보 제공

중
국
어

IT·공학 취업대비
중국어 회화 
5주 집중반

●   입문부터 중고급까지 레벨별 반 구성
●   중국어회화 집중 훈련으로 단기간에 

수준 향상
●   HSK/HSKK 시험 대비를 위한 실력 

향상이 단기간에 필요한 학생

●   1개월 집중과정으로 단기간에 중국어 회화 수준 

향상
●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교육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 진행

프로그램 상세 안내

 02) 2123-3475    fli.yonsei.ac.kr    ysfli@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