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12월 외국어학당 추천 프로그램
■ [점심특강반] ZOOM Live English
원격 회상회의 어플인 ZOOM을 스마트폰, 노트북, 아이패드 등에서 다운받으면, 카톡아이디 또는
이메일로 수업시간 직전에 강사의 초대를 받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즉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
니다. 영어를 연습하고 싶으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대학생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수강기간

11. 5. (화) ~ 12. 24. (화), 화목, 12:00-13:00 (총 15회)

수강대상

매일매일 꾸준히 영어 연습을 원하는 대학생 및 일반인

수업방식

-개강일 (11.5), 7회차 (11.26), 15회차 (12.24) 강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
-기초반: 문법과 스피킹을 접목해 정확성을 키우는 수업
-프리토킹반: 수강생의 in-class presentation+강사의 article 토론으로 진행

교재

-기초반: 레벨테스트 후 공지
-프리토킹반: 강사 Handout

수강료

97,500원

■ [미드영어반] Game of Thrones (Season 1~2)
수강기간

11. 5. (화) ~ 12. 26. (목), 화목, 18:30-20:30 (총 16회)

수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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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내용

-총 20개의 에피소드를 다루며, 영국식 vs 미국식 발음 및 영국의 지역별 발음의
미묘한 차이를 배움으로서 리스닝 감각을 키움
-그날의 에피소드를 이해하기 위한 comprehension/discussion 질문을 강사가 직접
만들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어휘, 표현, 구문 학습이 가능

교재

강사 Handout

수강료

297,000원

■ [독해/토론반] Reading & Discussion
유대인 교육방식인 Havruta(하부르타)를 도입한 신개념 영어강독 토론반입니다. In-class reading
후 짝궁과 함께 텍스트를 요약, 공유를 하는 과정을 통해 전체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으며, 요약스
킬, 질문스킬 습득 및 조리있게 말하는 능력을 골고루 훈련할 수 있습니다.
수강기간

월수과정 11. 4. (월) ~ 12. 23. (월), 14:00 ~ 15:30 (총 16회)
화목과정 11. 5. (화) ~ 12. 26. (목), 10:00 ~ 11:30 (총 16회)

수강대상

독해력을 증진시키고 summary 를 통해 조리있게 말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싶은 분

수업방식

-교재 기반의 수업이며 텍스트 파악을 위한 comprehension/discussion 질문을 직접
생각하여 교환하고 이 과정을 통해 질문 만드는 공식을 이해하고 다듬을 수 있음
-강사의 질문 및 과제를 통해 심층토론 및 발화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음

교재

Reading for Today 3 ~ 5 (Pearson)

정원

4명 이상

수강료

248,000원

■ [일본어] 6주 문법 총정리반
초급 수준의 일본어를 구사하며 기초문법은 알지만 문법정리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추천하는
5주 문법 총정리반 입니다.
수강기간

11. 5. (화) ~ 12. 12. (목), 화목, 13:00-15:00 (총 12회)

수강대상

-명사ㆍい형용사ㆍな형용사 숫자ㆍ동사의 ます형 활용까지 배웠으나 문법정리가
필요한 분
-기초문법은 알지만 회화로 연결하기가 어려운 분

수업내용

-문법활용법을 정확히 습득하여 사소한 오류를 최소화 하도록 훈련
-상위레벨에서 더 다양하고 복잡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도록 일본어 문법 전체를
간단하게 정리

교재

착 붙는 일본어 문법 (시사일본어사)

정원

6명 이상

수강료

216,000원

■ [일본어] 기초 여행일본어 6주 완성반
총 12 시간의 수업으로 가이드와 번역기 없는 일본 자유여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수강기간

11. 4. (월) ~ 12. 11. (수), 월수, 12:00-13:00 (총 12회)

수강대상

-히라가나를 모르는 입문자
-여행관련 핵심표현을 실전회화 중심으로 배우고 싶은 분

수업내용

-공항 체크인/아웃, 호텔 및 레스토랑 예약/취소, 쇼핑 등에 필요한 표현 습득
-롤플레이를 통해 실전연습 및 체득화

교재

강사 Handout

정원

개설 최소인원 6명

수강료

162,000원

■ [스페인어] 여행스페인어 6주 완성반
‘영어말고 스페인어로 여행하자’를 모토로 여행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별 표현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대한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수강기간

11. 5. (화) ~ 12. 12. (목), 화목, 19:00-20:30 (총 12회)

수강대상

스페인어 입문자,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로 여행을 하고 싶은 분

수업내용

- 공항 체크인/아웃, 호텔 및 레스토랑 예약/취소, 쇼핑 등에 필요한 표현 습득
- 롤플레이를 통해 실전연습 및 체득화

교재

외국어학당 자체제작교재 (구매필수)

정원

개설 최소인원 6명

수강료

135,000원

자세한 내용은 ☎ 02) 2123-3475 또는 ysfli@yonsei.ac.kr 로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