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nLine & YonLive
연세중국어회화 전문과정
(Yonsei Spoken Chinese Lv.1~Lv.6)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외국어 학습을 위한 최고의 프로그램

• 지난 50여 년간 국내기관의 대명사

• 실력과 사명감을 가진 우수한 강사진

• 철저한 레벨관리로 세분화된 회화과정

• 특수 목적을 위한 어학과정 및 수험과정

• 꾸준한 커리큘럼 연구 및 분석을 통한 명성 유지

50여 년간 노력으로 차별, 
전문화된 어학 프로그램

소비자의 수요 맞춤형

어학 프로그램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어학 프로그램



YonLine & YonLive
연세중국어회화(YSC) 전문과정 특징

입문에서 고급까지

1레벨 ~ 6레벨

체계적인 구성

일상생활, 비즈니스, 

문화중국어까지

생생한 현지 중국어 학습

레벨별 숙련된 강의

노하우를 가진 한국인,

원어민 강사와 실용적인

말하기 중심의 수업

엄격한

레벨 및 학업 관리

맞춤형 위탁과정

운영 가능



YonLine이란?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과정

학습자 주도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

학습자 일정에 맞게

상시 등록 및 학습

가능



YonLive란?

• 온라인 학습과 라이브 수업을 결합한 혼합형 학습 과정

• 온라인 영상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학습자의 주도적인 학습 가능

• 라이브 수업으로 공간 제약 없이, 선생님과 직접 복습하고, 점검 받고, 실제 연습 및 활용

• 중국어 학습을 영상으로 자유롭게 반복 학습, 그러나 선생님의 관리를 원한다면? 

YonLive 수업이 정답!

YonLiveLiveYonLine



YonLive YSC 전문과정 진행 방식

등록
전화

레벨테스트

분반결과&진도표

통지

온라인 영상

선행 학습
라이브 수업



YonLive
온라인 영상 시청 학습

• 라이브 수업 시작 약 10일 전부터 시청 가능

• 진도표에 따라 자율 선행학습 진행

• 라이브 수업 종료 후에도 반복 복습 시청 가능



YonLive
라이브 수업 진행방식 및 내용

• 비대면 실시간 Zoom 화상 수업

• 매주 2회, 매회 1시간 수업 진행
방식

• 반별 10명 이하 소수인원 구성

• 선생님의 세심한 관리 및 지도
인원

• 선생님과 온라인 영상 선행 자율학습 내용 복습 및 점검

• 선생님의 지도 하에 발음, 표현 연습 및 교정

• 당일 학습 내용의 총체적 연습 및 훈련

내용



YonLive
2021년도 YSC 정규과정 일정

과정 신청기간 온라인 학습기간 라이브 학습기간

YSC

1~6

레벨

2021.08.02 ~ 2021.08.18 2021.08.23 ~ 2021.11.20 2021.09.01 ~ 2021.10.28

2021.10.1 ~ 2021.10.20 2021.10.25 ~ 2022.01.22 2021.11.01. ~ 2021.12.23

2021.12.01 ~ 2021.12.22 2021.12.27 ~ 2022.03.26 2022.01.03. ~ 2022.02.24



YonLive
YSC 
실시간
수업시간

아침반 : 월수 08:00 ~ 09:00

오전반 : 월수 10:00 ~ 11:00

오후반 : 월수 12:00 ~ 13:00

저녁반 : 화목 20:30 ~ 21:30

*상기 시간대 중 택1
*등록 후 수업시간대, 레벨테스트 시간 선택 관련 개별 연락 드림



YSC 전문과정
Lv.1~Lv.6
동영상 구성

과정 강사 교재 내용

1레벨
입문

김정은 스마트스피킹중국어
1

• 오리엔테이션 및 전체 강의 영상 총 47개
• 중국어 입문자들에게 발음, 성조부터 일상생활 기

초회화, 비즈니스 상황의 기본적 표현 학습

2레벨
기초

김정은 스마트스피킹중국어
2

• 전체 강의 영상 45개
• 중국어의 다양한 문형과 취미, 교통, 날씨, 진료 등

여러 주제의 회화 내용 학습

3레벨
초중급

송지현 스마트스피킹중국어
3

• 전체 강의 영상 55개
• 일상생활 회화와 비즈니스 상황 회화를 학습하며

중급으로 도약

4레벨
중급

샤오링쉬안 스마트스피킹중국어
4

• 전체 강의 영상 60개
• 비즈니스 주제를 중심으로 한 회화내용을 통해 각

종 업무에 필요한 실용중국어 표현 학습

5레벨
중고급

리우위천 신한어구어5 • 전체 강의 영상 72개
• 중국인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나누는 주제들을 중심

으로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중국어 표현 학습

6레벨
고급

궁촨 신한어구어6 • 전체 강의 영상 38개
• 중국의 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는 상용표현들을 학

습하여 보다 고급스러운 중국어 구사 연습

*각 영상 15분 내외로 구성



레벨별 영상 모습



강사 약력 소개

김정은 현 중국어 진행 프리랜서 아나운서

중국어 동영상 강의 다수

송지현 현 안양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교수

EBS라디오 초급중국어 진행

샤오링쉬안 현 우송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리우위천 현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전임강사

궁촨 현 중국 사천사범대학교 전임강사

전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전임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