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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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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외국어 

2018.1.2 - 2.1(5주)  



2. 영어 프로그램 

• 강의시간: 월 - 목, 10:00 - 13:00, 14:00 - 17:00 

• 수강대상: 해외 인턴 혹은 해외 취업 준비중인 공대생  

                   영어회화에 자신 없는 공대생  

                   문법은 알고 있으나 발화확장에 어려움 겪는 공대생 

                   전공과목 발표에 자신 없는 공대생                   

• 강의내용: 초·중급 - 교재와 부교재 중심의 기초담화능력 향상반 

                        고급 - 교재와 부교재 중심의 스피킹 역량 강화반 

                                 각 전공별 이슈에 대한 Discussion  

                                 Summary 를 통한 영어발표력 신장   

          : 공대회화반 (Intensive Conversation Course)  

수강 가능 레벨 분반 

초∙중∙고급 전화인터뷰 



   

 초 ∙중급반      

공대회화집중반 강의내용    

  교재 + handout  materials + discussion + listening  
  과제: 기본과제 + writing/speaking summary + feedback   



  고급반    
 

              
 
 
 
 
 
 
 

공대회화집중반 강의내용    

  교재 + handout  materials + discussion  
  과제: 기본과제 + speaking summary (video recording) + feedback   



          : 잡스킬 올인원반 (Job Skills Series122) 

• 강의시간: 화-목, 10:00 - 13:00   

• 수강대상: 국내기업/외국계기업/해외취업 준비중인 공대생 

                  이력서/CV쓰기부터 Debating면접까지 5주 안에 잡스킬 

                  마스터 하고 싶은 공대생 

• 강의내용: 1주차 -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한 이력서/CV 작성 & 피드백  

                    2 & 3주차 - 면접의 Top 50 질문에 대한 준비와 연습  

                                       Do’s and Don’ts of English Interview 

                                       Mock Interview 레코딩 & 피드백 

                    4 & 5주차 - Debating을 통해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스피킹 역량 강화 수업  

 

2. 영어 프로그램 

수강 가능 레벨 분반 

중∙고급 토익 750↑또는 토익스피킹 Lv. 5 ↑ 



           : 공대작문 마스터반 (Technical English Writing) 

• 강의시간: 화-목, 10:00 - 13:00   

• 수강대상: 전공 관련 영작의 기초가 부족한 공대생  

                   전공관련 기술문 (절차서/제품설명서 등) 쓰기가 부족한 공대생   

                   영미권 대학으로 유학/교환학생을 준비하는 공대생 

 

• 강의내용: 전공 지식을 글쓰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 

                    표, 그래프, 그림 등 시각자료를 글쓰기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  

                    분야별 다양한 논문의 형식, 구성 요소 및 논문 초록 작성법 등 

                      

 

2. 영어 프로그램 



공대작문 마스터반 강의 내용   

Guidelines 

for Technical 

Writing 

작문 피드백 

교정 





3. 제 2외국어 프로그램  

구분  수강대상 강의내용 

일본어 

(취업) 

 

• IT/공학 취업을 준비중인 공대생 

• 일본어 기초가 전무한 공대생 

• JPT/JNPT시험을 위한 단기간의 선행학습이 필요
한 공대생  

• 일본 취업관련 노하우가 필요한 공대생 

• 정규 4개월 과정을 5주에 마스터   

• 히라가나부터 기초의사소통에 필요한 구문 습득을 위한 

회화집중학습   

• JPT/JNPT위한 듣기, 독해, 어휘 집중 학습   

• 일본 취업 박람회 즉석 인터뷰의 노하우와 IT∙공학 취업 정
보 제공  

독일어 

(유학)  

• IT/공학 유학∙교환학생 준비중인 공대생 

• B1시험을 위해 A1/A2 레벨을 단기간에 마스터 하
길 원하는 공대생 

• 독일어의 탄탄한 기초를 다지길 원하는 공대생 

 

• 정규 4개월 과정을 5주에 마스터  

• 말하기, 듣기, 독해, 쓰기 4영역을 종합적으로 학습 

• 독일 유학 정보 제공 및 준비 지원 

중국어 

(취업) 

 

• 입문부터 중고급 대상자  

• 중국어 회화 집중 훈련으로 단기간에 수준 향상 

• HSK/HSKK 대비를 위한 실력 향상이 단기간에 필
요한 공대생 

• 1개월 집중과정으로 단기간에 중국어 회화 수준 향상 

•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교육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 진행  

 공통 사항 1) 수강기간: 월- 목, 10:00 – 13:00 

                    2) 입문반 위주의 강의 

                    3) 등록인원 6명 이상 시 개설  

                    4) 별도의 레벨테스트가 없음 (중국어 제외)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제 2외국어 프로그램 교재  



• 수강기간: 2018. 1. 2  (화) – 2. 1 (목), 총 5주  

                  개강주는 2018. 1. 2 (화) – 1. 5 (금) 

• 수강장소: 공과대학교 내 강의실 (추후 문자 공지) 

• 오프라인 접수: 2017. 12. 1 (금) 마감 

• 온라인 수강신청: 2017. 12. 4 (월) – 12. 15 (금) 

• 온라인 수강료 납부: 2017. 12.4 (월) – 12. 15 (금) 

      fli.yonsei.ac.kr  접속 >> [맨위] 강좌안내의 영어 클릭  

                                      >> [좌측상단]연세대 재학생 특별반 (공과대 5주 집중반) 클릭  

• 레벨테스트: 2017. 12. 18 (월) – 12. 22 (금)  

• 토익성적제출기한: 2017. 12. 22 (금) 직접방문 또는 ysfli@yonsei.ac.kr  

• 교재 및 개강 안내 문자 발송: 2017. 12. 26 (화) 이후  

     (일부 교재는 레벨테스트 이후 변경 가능성이 있음.)  

4. 수강기간 및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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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yonsei.ac.kr 접속 후   



할인혜택 

• 오프라인 사전 접수자: 5%할인 

• 설명회 참석자: 추가 5% 할인 >> 총 10% 할인 

 

환불절차 

• 개강 전: 100% 환불 

• 개강 후 7일 (2018.1.8) 까지: 수강료 70% 환불 (주말포함) 

• 개강 후 8일 (2018. 1.9) 부터: 환불 불가  

 

 

5. 할인혜택 및 환불절차 



6. Contact Information 

 

연세외국어학당 

Yonsei Foreign Language Institute 
 

Office 새천년관   

Tel 02-2123-3475 (영어, 일본어, 독일어) 

02-2123-3452 (중국어) 

Fax 02-2123-8663 

Email ysfli@yonsei.ac.kr 

Website fli.yonsei.ac.kr 

Facebook https://www.facebook.com/ysfli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