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어회화집중반]Winter Intensives 

수강기간 1월 과정: 2020. 1. 6. (월) ~ 1. 30. (수), 10:00 ~ 13:00, 월~목 (총 15회) 

2월 과정: 2020. 2. 3. (월) ~ 2. 27. (목), 10:00 ~ 13:00, 월~목 (총 16회) 

수강대상 매일매일 꾸준히 영어 연습을 원하는 대학생 및 일반인  

수업방식 

 

-초급/중급반: 교재 중심의 문법내용을 회화문에 적용하여 정확성을 키우는 과정 

-고급반: 교재 daily theme 기반의 in-class presentation/topic discussion 이 발화량 

극대화를 돕고 강사의 피드백으로 정확하고 유창한 구사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과정  

교재 American English File 2, 3, 5, Oxford  

강의실 새천년관  

수강료 1월과정: 15회=>420,000원 

2월과정: 16회=>450,000원 

■ [송도/원주캠퍼스반] ZOOM Live English   
 

수강기간 2020. 1. 6. (월) ~ 2. 26. (수), 월수, 18:30-19:30 (총 16회) 

수강대상 송도/원주캠퍼스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  

수업방식 

 

-100% 온라인 수업이나 pair 및 group work 등이 가능한 어플을 사용함으로써 

오프라인 수업과 싱크로율이 매우 높은 환경에서 수업 가능   

-기초반: 한국인들이 오류를 범하는 문법포인트들을 다양한 스피킹 활동에 접목해 

실수를 줄이고 정확성 높은 발화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  

-프리토킹반: 수강생의 in-class presentation+강사의 article 토론으로 진행 

교재 -기초반: English Firsthand 1 또는 2, 5th Ed, Pearson (레벨테스트 후 공지 예정) 

-프리토킹반: 강사 Handout 

요청사항 -수강하기 편한 장소 중 소음이 없는 곳을 권장합니다.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노트북과 헤드셋 준비를 권장합니다. (필수사항은 아님) 

수강료 97,500원 

■ [논문작성반] Academic Writing_Research Papers  

수강기간 2020. 1. 7. (화) ~ 2. 27. (목), 화목 18:30-20:45 (일일 2.15시간) 

수강대상 학위▪학술 논문 작성 유경험 또는 Academic Writing 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는 분 

(Academic Writing 에 대한 경험이 없는 수강생은 정규과정 Academic Writing (Paragraphs 또는 

Essays 레벨) 과정을 추천 드립니다.  . 

수업내용 관심있는 토픽을 선정하여 실제로 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 Data Collection, 

Implication 및 Discussion 을 쓰는 과정을 통해 학위/학술 논문에 대한 경험치를 

키울 수 있는 과정. 주 3회 이상의 단원별 글쓰기와 Revising 글쓰기 과제가 있으며 

과정 말미에 Portfolio 와 소논문 완성이 가능해 과제의 완성도가 핵심인 과정이다.  

교재 Writing Research Papers (5th Edition, Pearson) 

수강료 360,000원 

 

  

2020년 1월~2월 외국어학당 WINTER SPECIAL Programs   

 



■ [일본어] 초급회화 점심특강반  
 

수강기간 2020. 1. 7. (화) ~ 2. 27. (목), 화목, 11:00 ~ 12:00 

수강대상 -입문레벨의 간단한 명사ㆍ형용사를 알고 있는 분 

- 동사의 ます형ㆍ て형 문법을 알고 있는 분 

수업내용 -동사의 활용법 트레이닝 후 명사ㆍ형용사의 활용법, 한자 및 어휘학습과 함께 

회화문으로 배운 내용을 연습하여 기초회화실력을 다진다. 

-주별 스피치를 완성하며 배운 내용에 대해 점검한다.  

교재 강사 Handout  

정원 개설 최소인원 6명 

수강료 144,000원 

■ [일본어] 왕기초 패턴일본어 특강반  
 

수강기간 2020. 1. 7. (화) ~ 2. 27. (목), 화목, 11:00 ~ 12:00 

수강대상 -히라가나를 알고 있으며 문장을 읽을 줄 아는 분 

-입문 레벨의 간단한 명사, 형용사 및 숫자를 아는 분 

수업내용 -형용사, 동사 중심의 패턴 표현을 학습한 후 상황별 또는 롤플레이를 통해 실전 

회화에 적용▪연습하여 정확한 구사력 및 대화 스킬을 기를 수 있다. 

교재 강사 Handout 

정원 개설 최소인원 6명 

수강료 144,000원 

■ [일본어] 한일 팀티칭 문법/스피치 완성반  

한국인▪원어민 선생님의 팀티칭반으로 문법과 스피치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수강기간 2020. 1. 6. (월) ~ 2. 26. (수), 월수, 12:30~14:30 

수강대상 -히라가나를 알고 있으며 문장을 읽을 줄 아는 분 

-입문 레벨의 간단한 명사, 형용사 및 숫자를 아는 분 

수업내용 -한국인 선생님: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 문법 및 어휘를 체계적으로 습득 

-원어민 선생님: 습득한 문법 포인트를 실전 회화에 적용하는 훈련   

교재 추후공지  

정원 개설 최소인원 6명 

수강료 270,000원   

 

■ [스페인어] FLEX 600점 목표반 (주중반/1개월 집중반 선택가능) 

수강기간 2020. 1. 6. (월) ~ 2. 26. (수), 월수, 19:00 ~ 21:00 (총 15회) 

2020. 1. 7 (화) ~ 2. 27. (목), 화목, 10:00 ~ 12:00 (총 16회) 

2020. 1. 6. (월) ~ 1. 30. (목), 월~목, 10:00 ~ 13:00 (총 15회, 3시간씩) 

수강대상 -유학, 주재원 및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   

수업내용 -FLEX전문가가 전문가의 노하우가 담긴 100% 기출문제집으로 진행  

수강료 -주중반: 총 15회 => 275,000원 / 총 16회 => 293,000원 

-1개월 집중반: 380,000원 

(기출문제집 별도 구매) 

 



베트남어/프랑스어/미얀마어 프로그램 

■ 입문자를 위한 생생 베트남 회화반 (화목, 7주)    

1) 교육기간: 2020. 1. 14. (화) ~ 2. 27. (목)   

2) 교육시간: 19:00 ~ 20:30  

3) 교육내용:  

-6개의 성조를 익히고 정확한 발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  

-실생활 또는 여행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장을 읽고 쓰며 간단한 회화능력 배양.  

-레벨테스트가 필요없는 강좌  

4) 교재: 제본교재/외국인을 위한 베트남어 (호치민 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새천년관에서 구입 가능 

5) 수강료: 234,000원  

 

■ 입문자를 위한 기초 프랑스어반 (월수, 7주)  

1) 교육기간: 2020. 1. 13. (월) ~ 2. 26. (수)   

2) 교육시간: 10:00 ~ 12:00  

3) 교육내용:  

-알파벳과 프랑스어 발음의 기본규칙 

-기초수준의 문법 및 단어 정리 

-간단한 표현을 통한 기초회화 연습  

-레벨테스트가 필요없는 강좌  

4) 교재: 나 혼자 끝내는 독학 프랑스어 첫걸음 저자:염찬희 (넥서스 출판사)  

5) 수강료: 234,000원  

 

■ 입문자를 위한 기초 미얀마어반 (월수, 7주)    

1) 교육기간: 2020. 1. 13. (월) ~ 2. 26. (수)   

2) 교육시간: 19:00 ~ 21:00  

3) 교육내용:  

-자/모음 조합을 쓰고 읽을 수 있도록 훈련 

-받침소리, 복합문자 학습 및 성조훈련을 통해 소리와 명칭을 구별하고 말할 수 있음   

-인사말 등 기본적인 간단한 일상회화 및 말하기 연습 

-레벨테스트가 필요없는 강좌  

4) 교재: 밍글라바 기초 미얀마어 쓰기 & 회화편 (아시안허브)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수강료: 336,000원  

 

 

자세한 내용은 ☎ 02) 2123-3475 또는 ysfli@yonsei.ac.kr 로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