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BK21 Language Challenge Program
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과 국제처 국제교육팀에서는 BK21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여러분의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동으로 어학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어학 프로그램에 도전해서
언어 능력 업그레이드를 이끌고 싶으신 여러분들의 많은 도전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지원대상
• 4단계 BK21 선정학과 재학생
• 4단계 BK21 선정학과 연구등록 수료생

프로그램 내용
• 영어: 회화, 프레젠테이션, TOEIC, TOFLE
• 한국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접수일정
• 2021.04.12(월) – 2021.04.14(수)
(자세한 접수방법은 각 언어별 페이지 참고)

프로그램 운영
• 기간: 2021.04.19(월) – 2021.06.15(화)
• 수업: Zoom-Live 실시간 수업

수업 진행
• 1인 1수업 신청 및 수강 원칙
• 수강료 선납부 후 강좌 수강, 수업 종료 후
70% 이상 출석완료자에게만 환급 진행
(사유서는 불인정, 출석만 인증)

프로그램 문의
• 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 최계원
(02-2220-2298 / kyewonchoi@hanyang.ac.kr)

Conversation
Presentation
TOEIC
TOFLE
.
.
.
What else?

HY-BK21 English Challenge Program
국제학술회의 발표, 연구실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 미래를 위해 필요한 영어 공인인증성적…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 업그레이드에 도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프로그램 접수
• 일시: 2021.04.12(월) 09:00 – 2021.04.14(수) 17:00
• 접수 방법: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  수강정보  외국어과정 수강신청
(https://portal.hanyang.ac.kr/haksa/gjehH.do)
• 수강 대상자 최종 확인 및 수강료 결제: 2021.04.15(목) – 2021.04.16(금)
• 수업: 2021.04.19(월) – 2021.06.15(화), Zoom-Live 수업

유의사항
•
•
•
•

1인 1수업 신청 및 수강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강 신청 시 ‘BK학과 전용 신청’으로 개설된 강좌를 반드시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레벨 별 수업이 진행되니, 본인의 레벨에 맞추어서 수업 수강 신청을 적극 추천합니다.
수강료 선납부 후 강좌를 수강하고, 수업 종료 후 70% 이상 출석하신 분에게 환급이 진행됩니다.
과정

강의요일

시간

기간

정원

수강료(원)

토익 실전반

월/수

09:00-10:50

4/19 – 6/14

30

315,000

월/수

18:30-20:20

4/20 – 6/8

30

360,000

화/목

10:00-11:50

4/19 – 6/14

30

360,000

월/수

18:00-19:50

4/19 – 6/14

30

435,000

영어회화
(중급)

월/수

10:00-11:50

4/19 – 6/14

10

337,500

월/수

18:00-19:50

4/19 – 6/14

10

412,500

영어회화
(고급)

화/목

10:00-11:50

4/20 – 6/8

10

337,500

화/목

18:00-19:50

4/20 – 6/8

10

412,500

영어 Presentation

화/수

18:00-19:50

4/20 – 6/15

10

450,000

토플 실전반

※ 8명 미만 수강신청 과목 폐강 예정

K-Grammar
K-Reading
K-Writing
K-Speaking
.
.
.
What else?

HY-BK21 Korean Challenge Program
We proudly introduce ‘HY-BK21 Korean Challenge Program’ to students who have been from
overseas and have participated in the majors belonging to BK divisions(sections). Do you need to
upgrade Korean when you are attending classes at Hanyang University? That’s exactly the
reason why you have to join this program. Don’t miss this chance!

Registration
• Date: April 12th (Mon), 2021, 09:00 – April 14th (Wed), 2021, 17:00
• How to: Fill this online form in below
(https://forms.office.com/r/YbtMGTWd0L)
• Confirming and Paying Date: April 15th (Thurs), 2021 - April 16th (Fri), 2021
• Class: April 19th (Mon) – June 11th (Fri), 2021, Zoom-Live Attendance

Notice
• One person must register and attend one class
• Classes are divided into levels Korean. Check your Korean level before registering
a class based on your steps
• Attendees will pay the tuition in registering
• If Attendees who will attend the class over 70%, it will be refund

Course

Day

Time

Data

Limited

Course Fee(Won)

Korean Level 1
(한국어 Level 1)

Tuesday
Thursday

18:00-20:00

4/19 – 6/11

12

400,000

Korean Level 2
(한국어 Level 2)

Tuesday
Thursday

18:00-20:00

4/19 – 6/11

12

400,000

※ If each course will be registered under 8 people, that will be clos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