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정명 한 줄 소개
[연세대 재학생/전화수업]
Yonsei 15-Minute English

하루에 잠깐 시간을 내어 말하기 연습을 하고 싶은 신촌캠퍼스와 송도국제캠퍼스 재학생

[연세대 재학생 특별반]
Yonsei English Club

공강 시간을 활용해 영어 실력을 UP 시킬 수 있는 연세대 학생들을 위한 영어회화과정

교직원을 위한 Morning Talk 아침 일찍 출근하는 교직원들이 어휘력 향상을 통해 실생활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과정

[비대면 실시간 강의]
ZOOM Live English

외국어 학당 최초의 비대면 실시간 강의로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회화 과정

General Conversation
가장 대중적인 과정이며, 회화를 처음 시작하거나
꾸준히 영어를 배워 실력을 증진/유지를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과정

Saturday Conversation 주중에는 바쁜 일정으로 수업을 듣지 못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영어 회화 과정 

Pop In English
(교차수업 가능)

매 시간 주제가 다르며, 쿠폰을 사용하여 외국어학당에서 유일하게 교차 수강이 가능한 과정

Current Issues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읽고, 듣고, 토론하며 다양한 시각을 키울 수 있는 과정

4 Skills Total English 영어의 4가지 영역(말하기, 듣기, 독해, 작문)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과정

Academic Writing (Paragraph) 영어 글쓰기를 처음 해보시는 분, 문단 작성법 배우는 쓰기 과정

Academic Writing (Essays) 자료 활용, 에세이 쓰는 법, 인용(Citation) 작성 방법 배우기

Reading in Pairs 독해력을 증진시키고 summary를 통해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 연습

Listening & Speaking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외국인과의 대화나 영어 뉴스/강의 청취 향상을 위한 과정,
유학 또는 교관학생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강좌

Grammar & Speaking
외국어학당 레벨(FLI Level) 2 강좌들을 수강하기 전, 문법구조에 맞게 스피킹 연습을 통해
기초를 탄탄히 세우는 과정으로 이중언어 (Bilingual) 강사가 진행

Talk! Talk! Talk! 듣기와 말하기를 중심으로 스피킹 연습하는 과정으로 이중언어 (Bilingual) 강사가 진행

Business English Public Speaking
영어 발표를 위한 표현 및 어휘력 보완이 필요하거나,
주기적으로 영어 발표가 있어 전달력 및 발표 스킬을 다듬는 과정

미드영어
원어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현 및 표현 이면의 문화적인 요소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실속형 강의로 청
취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과정 (Game of Thrones으로 진행 예정)

[논문작성반]
Academic Wriitng_Research Papers

관심있는 토픽을 선정하여 실제로 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 등을 작성하면서 학위/학술 논문에 대
한 경험을 키우는 과정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정규과정 한 줄 소개

언어

연세대학교 재학생
(대학원생포함)

및
교직원을 위한 수업

Conversatio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Bilingual Course
(한인강사수업)

방학 특별 과정
*3학기(7,8월), 6학기(1,2월) 진행*

영
어



과정명 한 줄 소개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정규과정 한 줄 소개

언어

레벨별 회화 원어민 강사가 수업을 맡아 진행하는 회화 위주의 과정

여행 중국어 원어민 강사와 주제별로 여행에 필요한 핵심표현 연습 과정

프리토킹 원어민 강사 수업을 통해 중국어로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과정

스크린 중국어 원어민 강사와 다양한 주제의 컨텐츠로 중국어 회화 표현 능력을 향상 시킬수 있는 과정

독해 중국뉴스와 신문읽기 원어민 강사와 함께 최신 중국 뉴스와 다양한 시사 주제를 살펴보는 과정

작문 고급 작문 원어민 강사 수업와 함께 중국어 장문 형식에 맞게 글 전개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

시험 대비반 HSK, HSKK HSK 전문 강사의 고득점 핵심 비법 전수, 시험 실전 능력을 강화 시켜주는 과정

초급회화 점심특강반 동사/명사/형용사 활용법, 한자 및 어휘 학습으로 기초 회화 실력 다지는 과정

한일 팀티칭 문법/스피치 완성반
한국인/원어민 선생님의 팀티칭반으로 문법과 스피치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과정
*한국인 선생님: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 문법 및 어휘 학습
*원어민 선생님: 습득한 문법 포인트를 회화에 적용하는 훈련

생생 일본어 회화반 일본어 입문자를 위한 문자(히라가나, 가타가나) 학습부터 생활 회화를 목표로 하는 수강생을 위한 과정

교직원 대상 동사활용 패턴 문법 회화반 연세대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진행 되는 일본 회화 과정

독일어 독일어 종합반
입문자를 위한 알파벳과 발음 법칙 학습부터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다각적 연습을 통해 독일어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

Hola Espanol 회화반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기초 표현과 대화법을 익히는 회화 과정

FLEX 600점 목표반 유학/주재원 및 취업, FLEX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과정

프랑스어 기초 프랑스어반 프랑스어 알파벳과 발음 학습부터 기본적인 대화 능력을 기르는 과정

베트남어 입문자를 위한 생생 베트남어 회화반 베트남어 알파벳과 발음을 배우며 간단한 말하기와 회화 연습을 하는 과정 

미얀마어 입문자를 위한 생생 미얀마어 회화반 미얀마어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과정

Speaking 1시간당 80,000원

Speaking + Writing 지도/학술대회 발표 준비
1시간당 120,000원
* 영어/중국어:Speaking+Writing 지도/학술대회 발표 준비
* 제2외국어: Speaking+Writing 지도)

1:1 Coaching Program
영어/중국어/제2외국어
(예약제, 사무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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