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반] Debate & Logic 

수강기간 7. 1. (화) ~ 8. 22. (목), 월수 14:00-16:00  화목 16:00-18:00

수강대상 영어실력이 중급 (B1+)이상, 실전토론에서 사용 가능한 팁과 기술 습득을 원하는 분

수업내용

사법시스템, 국제관계, 정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과정을 통해 순발력, 논리

력, 표현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객관적인 정보를 통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 근거 

기반의 논리적 반박, 다른 입장의 비교/대조 과정을 통해 영어실력을 전방위적으

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이다.

교재 Debate Pro 101, 다락원 (교재는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 330,000원 

[영어강독반] Havruta: Reading in Pairs 

수강기간 7.1. (월) ~ 8. 22. (목), 월수 18:30-20:30 화목 10:00-12:00, 14:00-16:00    

수강대상 독해력을 향상하고 싶은 분, 어휘 확장과 요약 스킬 향상을 원하는 분

수업내용

유대인 교육방식인 Havruta (하부르타)를 도입한 신개념 영어강독반. In-class 

reading 후 Pair Work을 통해 텍스트를 요약하며 상호간 질문과 답을 하는 공유하

는 과정 중에 전체 텍스트 이해. 기본적인 독해력 뿐만 아니라 핵심 요약 스킬, 영어 

질문 스킬 및 정확한 표현으로 조리있게 말하는 능력을 훈련할 수 있어 부족한 영

어능력을 총체적으로 다듬을 수 있는 과정이다.

교재 Reading for Today Topic 3~5 (Pearson)

수강료 330,000원 

[논문작성반] Research Paper Writing (6주 단기완성반)

수강기간 7. 2. (화) ~ 8. 8. (목), 화수목 18:30-20:30  

수강대상

학위 · 학술 논문 작성 유경험 또는Academic Writing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

는 분 (Academic Writin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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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ussion을 쓰는 과정을 통해 학위/학술 논문에 

대한 경험치를 키울 수 있는 과정. 주 3회 이상의 단원별 글쓰기와 Revising 글쓰

기 과제가 있으며 과정 말미에 Portfolio와 소논문 완성이 가능해 과제의 완성도

가 핵심인 과정이다. 

교재 Writing Research Papers (5th Edition, Pearson)

수강료 370,000원 

[미드영어반] Game of Thrones (Season 1~2)

수강기간 7. 1. (월) ~ 8. 22. (목), 월수 10:00-12:00, 14:00-16:00 화목 18:30-20:30 

수강대상 영어실력이 중급 (B1+)이상인 분, 리스닝 · 어휘력 · 표현력 향상을 희망하는 분    

수업내용

총 20개의 에피소드를 다루며, 영국식vs미국식 발음 및 영국의 지역별 발음의 

미묘한 차이를 배움으로서 리스닝 감각을 키울 수 있다. 생활표현, 격식체 및 비

격식체 표현을 다양한 수업 활동을 통해 습득, 발화 연습을 통해 native-like 

proficiency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이 과정의 목표이다. 

교재 강사 Handout

수강료 297,000원

외국어학당 홈페이지에서도

 신규과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2123 ~ 3475,  ysfli@yonsei.ac.kr 

2019년 여름방학  

■수강기간 | 7. 1. (월) ~ 8. 22. (목)
■등록기간 | 5. 27. (월) ~ 6. 18. (화)
■레벨테스트기간 | 6. 19. (수)  ~ 6. 20. (목)
■개설인원 : 6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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