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전화 외국어 프로그램 안내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는 다양한 전공자를 위한 맞춤형 전화 외국어 과정을
제공하오니 무료 테스트도 받아보시고 학생 할인혜택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교과과정
분야

전화영어 수업

공과대학, 공학대학, 이공계열

건설영어 (토목, 건축, 설계, 빌딩, 도로, 고속도로)
원자력영어, 엔지니어링영어, 기계/전기/전자영어

자연과학대학, 이공계열

과학영어, 환경공학영어

의과대학, 간호학과

의학영어, 간호영어

경영대학, 경제금융대학, 경상대학

유통/물류영어, 경영영어, 재무/회계영어, 보험영어

정책과학대학, 언론정보대학, 법률

법률영어

관광학부

관광영어, 호텔영어, 요리영어, 외식영어

체육대학

스포츠영어

디자인학과

디자인영어

서비스직

승무원영어, 비서영어, 호텔영어, 외식영어

군사, 보안

군사영어, 육군/해군/공군영어, 보안영어, 경찰영어

농광업, 수산

수산영어, 광업영어, 농업영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제2외국어 회화

몽골어, 태국어, 베트남어, 한국어(외국인용)
TOEIC TOEFL IELTS OPIC TEPS FLEX GTELP HSK BCT

공인시험(Speaking만)

전체 455개 강좌 및 가격 리스트 바로가기(클릭)

수업안내
 수강신청 : http://hanyang.langcademy.co.kr/ 접속 후 신규 회원가입
 접수기간 : 매월 25일까지 마감
 수업기간 : 매월 첫번째 월요일부터 첫수업 개강 (1개월/3개월 선택가능)
 수업횟수 : 주 2회, 3회, 5회 선택가능
 수업시간 : 10분, 20분 선택 가능
 수업가격 : 전화외국어 가격표 바로가기(클릭)
 할인혜택 : 한양대학교 학생 및 동문 20%

수업 프로세스
1. 홈페이지 접속

한양대학교 전화외국어 http://hanyang.langcademy.co.kr/

2. 회원가입

신규 회원가입

3. 수강신청

매월 25일까지 수강지원 > 수강신청

4. 수업료 결제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5. 상담사 연결

학습자와 레벨 테스트 일정 예약 및 상담

6. 레벨테스트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레벨테스트 진행

7. 수업시간 배정

희망하는 수업시간 배정 (주2회, 3회, 5회 선택가능)

8. 강사 배정

수업시간에 맞는 과정별 전담강사 배치 및 전담 CS 요원 배정

8. 강의 개설

매달 첫주 월요일 수업시작 (수업 전 교재 배송)

9. 앱 다운로드

‘한양대학교 전화외국어’ 모바일 앱 다운로드

10. 교재

모바일 앱 접속 > 커뮤니티 > 교재보기

10. 수업 전 예습

동영상을 활용한 사전학습 & 교재 및 mp3 사전학습

11. 전화 수업 진행

전담 강사와 1:1 실전 수업 진행

12. 수업 후 복습

마이페이지에서 당일 수업 녹취 및 수업 코멘트 참조 복습

13. 월단위 평가

매번 학습 진행 후 평가

14. 요청사항

학습의 어려움이 있을 시 담당 CS 요원이 업무 해결 1666-0512
*담당 CS요원 : Customer Service(고객 상담) 담당자

교재
과목마다 제공하는 교재의 유형과 가격이 다릅니다. 도서교재의 경우 집으로 배송해드리며
PDF 교재와 mp3의 경우 스마트폰에서 ‘한양대학교 전화외국어’ 모바일 앱을 통해 교재보기
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 전화외국어’
- 안드로이드 Play Store 에서 다운로드
- 아이폰 App Store 에서 다운로드

무료 레벨테스트 안내
신규 가입 수강생들을 위하여 무료 레벨테스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http://hanyang.langcademy.co.kr/ 로 접속 후 신규 회원가입 
수강지원  아래 원하는 무료 레벨테스트 과목 수강신청 하기
1)

전화외국어 무료체험

2)

전화외국어 스피킹 무료진단테스트 신청

3)

공인어학시험 라이팅 진단테스트 신청

문의

한양대학교(서울) 국제관 622호 국제교육원 02-2220-1666 swlee79@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