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연세대학교 여름학기

외국어학당 교내 특강

7월 1일(월) 개강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어학상담실

등록 및 문의 :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어학상담실    ☎ 02-720-4308

 수강신청 :   ① 인터넷 신청 : entest.co.kr/yonsei    

② 전화상담 후 신청

 수강료 납부  :   ① 신용카드 : 인터넷 or  전화 결제 (카드번호, 유효기간 확인) 

② 무통장 입금 : 우리은행 1005-501-763859 (예금주 : 연세외국어학당)

신촌캠퍼스 교내 수강과정

구분 3주 단기 완성 TOEFL 강좌 2주 단기 완성 TOEIC 강좌

강좌명
TOEFL 100+ 종합반
(LC+RC+SP+WR)

TOEFL (LC+RC) 단과반 TOEFL (SP+WR) 단과반 TOEIC 끝내기반

강의 기간
7월 1일(월) ~ 7월 17일(수)

월~금(52시간)

7월 1일(월) ~ 7월 17일(수)

월~금(26시간)

7월 1일(월) ~ 7월 17일(수)

월~금(26시간)

7월 1일(월) ~ 7월 11일(목)

월~목(32시간)

시간
10:00~11:50(LC+RC) 

+
12:00~13:50(SP+WR)

10:00~11:50(LC+RC) 12:00~13:50(SP+WR) 10:00~13:50(LC+RC)

강의 내용

토플 준비 더 이상
미루지 말자!

-   ETS 출제 의도를 꿰뚫는 깔끔한 
개념정리

- 이론과 실전의 환상적인 조합

적중률 95% 이상
실전 어휘,문제 제공

- 노트 테이킹 비법!
-   출제포인트에 알맞은 문제 풀이 

전략 대방출

최소 단어로 최고의 문장을!

- 1:1 첨삭 & 교정
-   실전에 바로 적용 가능한  

노하우 전수

고민할 시간도 아깝다!
토익 공부 2주만에 끝내기

-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기완성

교재명 영단기 실전서(LC, RC, SP, WR) 영단기 실전서(LC, RC) 영단기 실전서(SP, WR) 스파르타 신토익 1000제 Vol.2 (LC, RC)

강사명 길희선 최선아

수강료 360,000원 180,000원 200,000원 200,000원

온라인 프로그램 [저자 직강 스파르타 토익, 토익스피킹 강의]

[박선영, 원정서, 피터] 스파르타 신토익 
실전 1000제 LC/RC (Vol.1)

[박소희, 박진영 ] 스파르타 신토익 
실전 1000제 합본

전 강좌 프리패스 
6개월 패키지!

[90일 수강]

180,000원→ 126,000원
[90일 수강]

110,000원 → 77,000원
[180일 수강]

5,009,000원 → 250,000원

[남수연, 이윤우] 스파르타 신토익 
실전 1000제 LC/RC (Vol.2)

[죠이] 스파르타 토익스피킹 HIT
전 강좌 프리패스 
12개월 패키지!

[90일 수강]

180,000원→ 126,000원
[40일 수강]

77,000원 → 54,000원
[365일 수강]

9,941,000원 → 350,000원

스파르타 스타강사
온라인 강좌 

최대 30%할인

* 프리패스 최대 97% 할인

모의 토익 2회
모의 토플 1회

제공

* 50,000원 상당

조기등록 할인

6월 14일(금)까지 등록 시
각 강좌 2만원 할인

*온라인 강좌 제외

여름학기 특별 수강 혜택

여름학기 집중 과정으로 시험 영어 목표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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