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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강신청 기간

프로그램 수강 기간

반 편성 기간

2016년 1학기

2. 1.(월) ~ 2. 23.(화)

3. 7.(월) ~ 4. 30.(토)

2. 24.(수) ~ 2. 25.(목)

2016년 2학기

3. 28.(월) ~ 4. 19.(화)

5. 2.(월) ~ 6. 28.(화)

4. 20.(수) ~ 4. 21.(목)

2016년 3학기

5. 30.(월) ~ 6. 21.(화)

7. 4.(월) ~ 8. 29.(월)

6. 22.(수) ~ 6. 23.(목)

2016년 4학기

7. 28.(목) ~ 8. 22.(월)

9. 1.(목) ~ 10. 31.(월)

8. 23.(화) ~ 8. 24.(수)

2016년 5학기

9. 27.(화) ~ 10. 19.(수)

11. 1.(화) ~ 12. 26.(월)

10. 20.(목) ~ 10. 21.(금)

2016년 6학기

A

Type

Academic English

[방학 Intensive] 1월/2월 Intensive English

[4 Skills 회화중심] Total English (TE)

(Lv. 1-5/CEF A1-B2)

(Lv. 1-6/CEF A1-C1)

11. 28.(월) ~ 12. 20.(화) 2017. 1. 2.(월) ~ 2. 27.(월) 12. 21.(수) ~ 12. 22.(목)

온라인 등록절차

Reading/Grammar/Vocabulary/Listening/Speaking

회화 중심 4 Skills(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수업

영어의 기본기를 잡아주는 정규 영어 과정
(레벨별 4개월 수업을 2개월에 완성하는 Intensive 과정)

레벨별 설명

레벨별 설명

신규등록생

회원가입

수강료 입금

기존수강생
(재등록생)

온라인 수강신청 및
반편성 시험 신청

로그인

My Page 반배정 확인

반편성 시험
온라인
수강신청

로그인

My Page

수강료 입금

수강신청, 취소 및 환불

요일/시간/수강료
월/화/수/목 오전 09:00~12:00 450,000원 (1개월 수강료)

[작문과정] Academic Writing (AW)

- TE1 (Level 1/CEF A1): Starter
- TE2 (Level 2/CEF A2): Elementary
- TE3 (Level 3/CEF B1): Pre-Intermediate
- TE4 (Level 4/CEF B1+): Intermediate
- TE5 (Level 5/CEF B2): Upper-Intermediate
- TE6 (Level 6/CEF C1): Advanced
- Topic Discussion (TD) (Level 6 이상/CEF C2): Advanced
요일/시간/수강료
월/화/목
오후 16:00~18:00
월/화/목
저녁 19:00~21:00

(Lv. 4-6/CEF B1+-C1)
간단한 문장부터 어려운 보고서까지, writing 실력을 향상시켜
주는 체계적인 단계별 쓰기 수업

수강취소

추가신청

수강변경

환불

개강 전

개강일 포함
일주일 이내

개강일 포함
일주일 이내

개강일 전: 100% 환불,
개강일 일주일 이내:
70% 환불

요일/시간/수강료
월/화/목
오후 16:00~18:00

B

Type

20% 할인 10% 할인
연세대학교 재학생 및
한국어학당 재학생

- IE1 (Level 1/CEF A1): Intro
- IE2 (Level 2/CEF A2): Beginner
- IE3 (Level 3/CEF B1): Pre-Intermediate
- IE4~5 (Level 4~5/CEF B1+-B2): Inter./Upper-Inter.

반배정 확인

※ 미등록 기간이 3학기 이상인 등록생은 반편성 시험을 거쳐 반배정이 됩니다.

할인 혜택

연세대학교 동문

졸업증명서 개강 후
1주일 내에 사무실 제출

550,000원

Business English

5% 할인

[비즈니스영어] Biz English
(Lv. 4-6/CEF B1+-C1)

타대학 재학생

재학증명서 or 학생증 개강 후
1주일 내에 사무실 제출

※ 중국어의 경우, 연세대학교 재학생은 50% 할인, 일반인 및 타대학 재학생은 30% 할인 적용됩니다.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외국어학당 (새천년관)
Tel 02) 2123-3475, 3451, 3452 , 3466
E-mail ysfli@yonsei.ac.kr

영어과정 | ENGLISH PROGRAM

ABC ENGLISH PROGRAM

2016년 외국어학당 프로그램 학기별 일정

Fax 02) 2123-8663
Website fli.yonsei.ac.kr

- 비즈니스에 필요한 영어를 알차게 배울 수 있는 과정
- Economist 기사를 통해 비즈니스 용어 및 표현 학습
- 실생활에 필요한 비즈니스 스킬을 학습하고 직접 적용해보는 수업
- 비즈니스 상황별 단어와 표현들을 익히며 role-play를 통해 자신감 UP!
요일/시간/수강료
화/목
저녁 19:00~21:00

350,000원

450,000원
450,000원

S

요일/시간/수강료
월/수
오후 14:00-16:00

175,000원 (1개월 수강료)
수강료
(10회권) 100,000원
(15회권) 145,000원
(20회권) 190,000원
(25회권) 235,000원

요일/시간
월/화/목 12:00~13:00/19:00~20:00 중 선택 가능

Special Program
[취업준비] Job Skills

(Lv. 4-6/CEF B1+-C1)

- 외국계 기업 및 해외취업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 영문 이력서 안에 나만의 경력, 학력, 기타 경력 등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강조할 수 있는 기술
- 면접의 TOP 100 질문들에 대한 준비와 연습
- 비디오 영상 mock interview 평가
- 내용: Resume Writing, Cover Letter, Formal e-mail Writing, Interview Skills, Mock Interview
Level 2

FLI Level

Level 3

Level 4

110

Intermediate
100

B1+

B1
PreIntermediate

B2

Level 5

130

UpperIntermediate

학술대회 발표 준비

(Beginner)

Saturday Conversation A

Speaking+Writing

Speaking

<취업준비>
Job Skills

Free
Conversation

Saturday
Conversation

Job Skills

Pop In English

(Advanced)

Saturday Conversation C

예약제(사무실 문의)

Topic
Discussion

Topic
Discussion

C2

월수

월화목

토

화목

화목

월화목

월화목

월화수목

월화수목

요일

250,000원

225,000원

350,000원

550,000원

450,000원

450,000원

450,000원

수강료

14:00-16:00

1시간당 120,000원

175,000원

10회권 100,000원
12:00-13:00 15회권 145,000원
19:00-20:00 20회권 190,000원
25회권 235,000원

10:00-13:00

14:00-15:30
16:00-17:30

19:00-21:00

16:00-18:00

16:00-18:00
19:00-21:00

09:00-12:00

09:00-12:00

시간

레벨 4 이상 수강가능
(1개월 과정)

(교차수강가능)

쿠폰제

레벨별 4개월

레벨별 4개월

레벨 4 이상
수강가능

레벨 4 이상
수강가능

레벨별 4개월

레벨별 4개월 수업을
2개월에 완성하는
Intensive 과정
(1개월 단위로 등록 가능)

비고

2000년 유럽평의회에서 채택한 외국어교육기준
6단계로 외국어능력 국제 평가 기준 제시
영역별(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언어능력 평가
어학연수, 세계적인 대학, 기업, 기관 및 Cambridge와 Oxford에서도 활용

1시간당 80,000원

•
•
•
•

CEFR =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CEFR(유럽언어공통참조기준)에 기반한 프로그램!”

※ 등록 및 수강료는 2개월 기준입니다. (단, Pop in English, 방학 Intensive, 취업준비 강좌 제외)

(Resume Writing, Cover Letter, Formal e-mail Writing,
Interview Skills, Mock Interview)

예약제(사무실 문의)

(Intermediate)

Saturday Conversation B

(Advanced)

Total English
6.2

Listening & Speaking C

(Intermediate-Advanced)

Biz English

(Paragraphs to Essays)

Academic Writing

Total English
5.2

Total English
6.1

(Intermediate)

Total English
4.2

Total English
5.1

Listening & Speaking B

Total English
3.2

Total English
4.1

(Beginner)

Total English
2.2

Total English
1.2

Total English
3.1

Level 6

160

Advanced

C1

Listening & Speaking A

Total English
2.1

Total English
1.1

Intensive English

<방학 Intensive> Intensive English Intensive English Intensive English
Intro
Beginner
Pre-Intermediate
2월 Intensive English

Inter./Upper-Inter.

Intensive English
Inter./Upper-Inter.

<방학 Intensive> Intensive English Intensive English Intensive English
Intro
Beginner
Pre-Intermediate
1월 Intensive English

레벨테스트 진행사항: Oxford Test +Speaking Test + Writng Test (FLI 타과정으로 이동시에도 동일)

70

Elementary

A2

TOEIC Speaking

1:1 Coaching
Program

부담 없이 짬짬이 수강할 수 있는 쿠폰제 토픽중심 회화수업!
일상회화에서부터 전문적인 주제들까지 말하기 연습 가능
(교차 수강 가능)

Special Program

(Lv. 4-6/CEF B1+-C1)

Conversation

Pop In English (PIE)

<정규과정>
Listening &
Speaking

225,000원
225,000원
250,000원

<비즈니스영어>
Business English

요일/시간/수강료
화/목
오후1 14:00-15:30
화/목
오후2 16:00-17:30
요일/시간/수강료
토
오전 10:00~13:00

Business

- Listening&Speaking A (Level 1-2/CEF A1-A2): Beginner
- Listening&Speaking B (Level 3-4/CEF B1-B1+): Intermediate
- Listening&Speaking C (Level 5-6/CEF B2-C1): Advanced
- SC A (Level 1-2/CEF A1-A2): Beginner
- SC B (Level 3-4/CEF B1-B1+): Intermediate
- SC C (Level 5-6/CEF B2-C1): Advanced
- Topic Discussion (TD) (Level 6 이상/CEF C2): Advanced

<작문과정>
Academic Writing

레벨별 설명
레벨별 설명

<4 Skills 회화중심>
Total English

일상회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회화 중심 수업(Speaking)

Academic

청취와 회화 중심 수업
- 다양한 주제의 강의, 라디오 프로그램, 연설, 혹은 대화 내용을
청취 후 그에 대한 논의 및 토론 진행
- 반복적인 청취 훈련과 단어학습을 통해 input과 output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

Level 1

(Lv. 1-6/CEF A1-C1)

Starter

Saturday Conversation (SC)

(Lv. 1-6/CEF A1-C1)

English Level

[정규과정] Listening & Speaking

A1

Type

Conversation

CEFR

C

외국어학당 2017년 1월/2월 영어과정 시간표

Type

1시간당 120,000원

1시간당 80,000원

학술대회 발표 준비

Speaking+Writing

※ 중국어 강좌는 공자아카데미의 지원금(수강료의 30%)을 받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약제(사무실 문의)

예약제(사무실 문의)

Speaking

1:1 Coaching
Program

HSK 5, 6급 쓰기반
방학특강

(말하기, 듣기)

중국어 회화반

(말하기, 듣기)

동화책으로
배우는 중국어

토요반

※ 빨간색은 할인가를 반영한 2개월 기준 수강료 입니다.(연세대 재학생 및 교직원은 홈페이지 참고)
※ 단, 방학특강 Intensive HSK 수업료는 1개월 기준입니다.

1월, 2월 개강
1개월 프로그램
154,000원
→107,800원
10:00~12:00

Level 3

백양누리 프로그램

Level 2

중급

Level 4

고급

Level 5

Level 6

마스터반

월수

레벨별 4개월

210,000원

→147,000원

18:30~20:00

비고
수강료
시간
요일

월수

월수 or 화목

자체교재

280,000원
→196,000원
10:00~12:00

레벨별 4개월

220,000원
→154,000원
10:00~13:20
토
마스터반

Level 6
Level 5
Level 4
Level 3
Level 2
Level 1
중국어 회화반

Level 1
(말하기, 듣기)

중국어 회화반

비즈니스 중국어
토요반

(말하기, 듣기)

레벨별 2개월

420,000원

→294,000원

09:00~12:00
Level 5
Level 4
Level 2

Level 3

비즈 B
비즈 A

새천년관 프로그램

비즈 A

비즈 B

Level 4+

Level 4+

Level 6
Level 5
Level 4

중급

Level 3

고급

6급
5급
4급

Level 6

마스터반

토

화목

레벨별 4개월

220,000원
→154,000원
10:00~13:20

레벨별 4개월

210,000원
→147,000원
월수

토

18:30~20:00

레벨별 4개월

220,000원
→154,000원
10:00~13:20

레벨별 4개월
화목

10:00~12:00

비고
수강료

280,000원
→196,000원

시간
요일

1달에 1회에 한해 무료 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무료 전화중국어:
C2

C2+

비즈니스 중국어

Level 1
Intensive HSK

모든 정규 수강생에게 무료 전화 중국어 서비스 제공 
(사전 예약 필수, 10분/주1회)

Conversation

HELP CENTER

Conversation

10:00~12:00 280,000원

154,000원 (1개월)

Business

레벨/요일/시간/수강료
월/수 오전
Lv. 3~4

10:00~12:00

중국어 신문독해
토요반

중국 동화책으로 재미있게 중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며, 자연스럽게 중국어 문장을 습득할 수 있는 듣기 말하기 훈
련 과정

레벨/요일/시간/수강료
월/수 오전
Lv. 5~6

중국어 신문독해

(Lv.3~4)

내에 주어진 키워드의 의미 분석, 짧은 문장들을 구상하여 문장
들의 선후 배치를 결정하는 등 HSK 5, 6급 쓰기 시험에 필요한
원고지 작성을 학습한다. 쓴 글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한 편의 글을 완성시키는 과정

Academic

[Conversation] 동화책으로 배우는 중국어

1,000개 이상의 어휘량을 가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정해진 시간

Level 2

420,000원
210,000원
210,000원
220,000원

Level 1

09:00~12:00
18:30~20:00
18:30~20:00
10:00~13:20

FLI Level

오전
저녁
저녁
오전

[방학특강 Intensive HSK]
2017년 1, 2월 HSK 5, 6급 쓰기반

초급

레벨/요일/시간/수강료
Lv. 1~6 & 마스터반 화/목
월/수
화/목
토

18:30~20:00 210,000원
10:00~13:20 220,000원

신HSKK 레벨

일상 생활에서 말문이 트이는 소통 중국어를 위하여 레벨별
특화된 노하우를 가진 강사들이 수업을 맡아 문형 중심, 반복
훈련 중심으로 진행하는 철저한 회화 위주의 프로그램

레벨/요일/시간/수강료
비즈A~B
월/수 오후
비즈A~B
토
오전

1급

(Lv.1~6, 마스터반)

신HSK 레벨

[Conversation] 중국어 회화반-말하기, 듣기

레벨별 설명
- 비즈 A (Level 3~4): Intermediate
(A.1: 교재의 전반부 / A.2: 교재의 후반부)
- 비즈 B (Level 5~6): Advanced
(B.1: 교재의 전반부 / B.2: 교재의 후반부)

C1

10:00~12:00 280,000원
10:00~13:20 220,000원

B2

중국어를 1년 이상 학습하거나 어휘 1000개 이상을 습득한 학습
자를 대상으로 중국과의 비즈니스 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언어,
문화 지식을 향상 시키고 회사에서 맡게 되는 중국 관련 업무처리
능력 배양을 목표로 훈련하는 과정

B1

레벨/요일/시간/수강료
Lv. 4이상 화/목 오전
토
오전

(Lv.3 이상)

A2

중국어 독해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과정!
- 기본 문법에서 자주 쓰이는 구문까지!
- 실용적인 독해 내용 총출동!

[Business] 비즈니스 중국어

A1

(Lv.4 이상)

CEFR

[Academic] 중국어 신문독해

중국어과정 | CHINESE PROGRAM

공자아카데미 중국어의 특징
• 중국어 수업 과정의 다양화
• 무료 전화 중국어로 정규 수강생에게 우수한 학습 컨텐츠 제공
• 한 달에 1회에 한 해 1:1 보강제 실시(담당 강사와 시간 협의)
• 학습자들이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상호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 Culture Day

외국어학당 2017년 1월/2월 중국어과정 시간표

모든 중국어 강좌는 공자아카데미의 지원금(수강료의 30%)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

※ 무료 보강 서비스:

2013년 9월 연세대학교 공자아카데미 개원 이후 중국어 학습자의 중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음.

프로그램. 어렵게만 생각했던 중국어를 보다 쉽게 학습 가능

kongzi@yonsei.ac.kr

3급

02-2123-6772

2급

연세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중국어 교육

정규 수업시간 외에, 전화 중국어를 통해 중국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국어 CHINESE

일본어 JAPANESE

프랑스어 Français

생생 日本語 회화 입문반
입문반 (Lv.1)

초급반 (Lv.2)

일본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의 문자(히라가나,
가타카나)부터 학습을 시작한다.
문자를 익힌 이후에는 인사말, 자기소개 등을 연습한다. 또한 생활
속에 쓰이는 기초적인 문형과 문법을 대화형식으로 배우면서 간단
한 회화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입문반 다음 단계로, 어느정도의 입문 학습이 완료된 학습자들의
회화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다.
문법적으로는 동사의 활용(긍정, 부정, 현재, 과거), 형용사의 활용
(긍정, 부정, 현재, 과거)를 배운 후 동사의 진행형,가능형,의지형,
보통체(일기체) 까지 배움을 목표로 한다.

레벨/요일/시간/수강료
입문반
화/목 오후

레벨/요일/시간/수강료
초급반
화/목 오전

13:00~15:00 280,000원

생생 日本語 회화 중급반

Bon Français 회화반

생생 日本語 회화 초급반

10:00~12:00 280,000원

생생 日本語 회화 고급반
고급반 (Lv.5-6)

초급문법 후반에 해당하고 일반적인 회화를 완성하는 반이다.
초급문법을 정리하는 반이기도 하다.
기초문법을 강화하면서 자기생각을 자세하게 말하거나, 봤던 것이
나 들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연습을 한다. 또 존경
어, 겸양어 등의 일본적인 표현을 배우면서 일본의 언어습관에 대
해 익힌다. 일상적인 회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식당
등에서 주문하거나 길을 물어보거나 전화로 약속하거나, 일본에
여행을 가도 무난히 대처해 나갈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중고급 이상의 실력을 갖춘 학습자를 대상으로 일본어 뿐 아니라
일본사회와 문화의 이해를 돕는 토론식 수업. 주로 방송, 영화, 드
라마와 같은 흥미로운 매체를 사용하여 어휘, 표현 및 내용에 대하
여 배우고 토론하는 능력을 키우는 특화된 일본어 수업
레벨/요일/시간/수강료
고급반
화/목 저녁 19:00~21:00 280,000원

레벨/요일/시간/수강료
중급반
화/목 저녁 19:00~21:00 280,000원

독일어 Deutsch
독일유학대비반 Deutsch 집중과정
/ 독일어 문법반 Grammatik

스페인어 Español

독일유학대비 Deutsch 집중과정
레벨/요일/시간/수강료

Lv.1.1~3.2 화/목 오후 16:00~19:00

420,000원

특징
-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공인 어학수료증 발급(독일유학 준비용)
- 독일현지 어학원의 교재와 교과과정으로 운영
- 독일 유학 정보 제공 및 준비 지원

독일어 문법반 Grammatik
※ 각각의 반별 최소 개설인원이 충족될 시 반 개설 가능

레벨/요일/시간/수강료
입문/중급반 화/목 오후 16:00~18:00 280,000원
초급반
화/목 저녁 19:00~21:00 280,000원

레벨/요일/시간/수강료
초급반
목
오후 13:30~15:30 160,000원

Hola Español 회화반
-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스페인어 기초 표현 학습
- 스페인어권 국가의 현지적응 위한 다양한 실제 상황별 고급 표현 및
대화법
레벨/요일/시간/수강료
중급반
화/목 오후 16:00~18:00 280,000원
입문/초급반 화/목 저녁 19:00~21:00 280,000원

일본어·독일어·프랑스어·스페인어 과정 | JAPANESE · GERMAN · FRENCH · SPANISH PROGRAM

중급반 (Lv.3-4)

- 프랑스어 문법 정리 및 다양한 어휘 학습
- 상황별·테마별 회화 실력 향상
- 프랑스인의 일상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 습득

※ 수강료는 2개월 기준이며 (단, 일부 강좌 제외) 입문반은 2개월 과정입니다.

시간당 120,000원
예약제(사무실 문의)

예약제(사무실 문의)

고급반

❖특

징 •1:1 진행하는 학습자 맞춤형 수업
•철저한 수업 관리 및 피드백

❖ 수강대상 •단기간에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자
❖ 수업내용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작성 지도
•취업 및 특정 언어관련 시험 지도
•학습자가 필요한 영역 지도
Speaking 시간당 80,000원
Speaking + Writing, 학술대회 발표준비 등 시간당 120,000원

❖ 전화상담 영어, 기타외국어 02) 2123-3475
중국어 02) 2123-3452

영어·중국어 교정 번역 서비스
논문 초록, 논문 전문, 학술 저널 발표 논문 등
❖ 학위논문, 학술논문
자기소개서, SOP, Admission Essay
❖ 외국 유학 관련 서류
❖ 취업 및 비즈니스 관련 서류 이력서, Cover Letter, 제안서
회사 소개 브로셔, 영문 웹 사이트 컨텐츠
❖ 회사 소개서
❖ 1:1 Coaching을 통한 영어논문 작성 교육

중급반

중급반

Speaking+Writing

Speaking

초급반
입문반

초급반
입문반

Bon Français 회화반

•학과/기관 맞춤식 교육과정 개설

❖ 교육내용 •정규 외국어교육과정 개설 과목
•그 외 필요한 외국어 관련 과목 (영어논문작성과정, 국제학회발표 준비 과정 등)

❖ 신청방법

02) 2123-3466

ysflisp@yonsei.ac.kr

ABC English & 톡톡 중국어

❖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
‘Podcast 앱 받기’ ▶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ABC English’, ‘톡톡중국어’검색

❖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ysfli
❖ 유튜브: http://www.youtube.com
1:1 Coaching
Program

Français

Español

프랑스어

Hola Español 회화반
스페인어

Grammatik

yswriting@yonsei.ac.kr

징 •희망 기간/요일/시간대에 개설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팟캐스트 오픈
독일어 문법반

독일어

Deutsch

02) 2123-3451

교내 학과/기관 대상 맞춤식 위탁 프로그램 문의
❖특

문법 초급반

Deutsch 1.2 Deutsch A2.2 Deutsch 3.2
독일유학대비
Deutsch 집중과정

초급반
입문반
생생 日本語 회화
일본어
日本語

레벨테스트 진행(입문반 제외)

Deutsch 1.1 Deutsch A2.1 Deutsch 3.1

교정 번역 서비스 문의
중급반

Level 5
Level 4
Level 3
Level 2
Level 1
FLI Level

시간당 80,000원

초급

입문/중급

16:00-18:00

화목

입문/초급

19:00-21:00

중급

19:00-21:00

280,000 원

초급:
레벨별 4개월 과정
중급:
레벨별 6개월 과정
초급:
레벨별 4개월 과정
중급:
레벨별 6개월 과정

280,000 원
16:00-18:00

160,000 원
13:30 - 15:30
목

화목

초급문법

420,000 원

레벨별

화목

화목

16:00 - 19:00

13:00-15:00
중급/고급
19:00-21:00

입문

10:00-12:00

4개월 완성

4개월 과정

중급/고급:
레벨별 6개월 과정

초급:
레벨별 4개월 과정

280,000 원

비고
수강료

시간
초급
서도 활용
요일

Level 6

CEFR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2000년 유럽평의회에서 채택한 외국어교육기준
•6단계로 외국어능력 국제 평가 기준 제시
•영역별(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언어능력 평가
•어학연수, 세계적인 대학, 기업, 기관 및 Cambridge와 Oxford에
C2
C1
B2
B1
A2
A1
CEFR

English/Chinese/Japanese/French/German/Spanish

‘FLI YONSEI’, ‘연세대학교 공자아카데미’ 검색 ▶ ‘구독’ 클릭

❖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우측 하단 위치

1:1 Coaching program & 교정·번역 서비스

외국어학당 2017년 1월/2월 기타외국어과정 시간표

1:1 Coaching Program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대표전화 02) 2123-3475, 3451, 3452, 3466
E-mail ysfli@yonsei.ac.kr Website fli.yonsei.ac.kr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606동
새천년관 B112호(외국어학당 사무실)

R 9600, 9602, 9706, 9708, 9713
B 161, 272, 370, 470, 601, 606, 708, 750
G 6714, 7017 7024, 7737

교통광장(백양누리)

경영관(백양로삼거리)

경복궁 지하철역 (1번출구)

동문

성암관(청송대)

새천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