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급 핵심콕콕
   원리이해+자동복습

09:20~11:20 (월수금)  양영호

 5급 핵심콕콕
실전적용+자동복습

09:20~11:20 (화목금)  양영호

6급 입문
 기초 탄탄,  최신기출 多제공

09:20~10:50 (월수금)  장영미

 6급 입문
기초 탄탄,  최신기출 多제공

09:20~10:50 (화목금)  장영미

     4급 핵심콕콕
원리이해+실전적용+자동복습
빈출어휘,우선순위685 제공

11:30~13:00(월수금) 양영호

     4급 핵심콕콕
원리이해+실전적용+자동복습
빈출어휘,우선순위685 제공

11:30~13:00(화목금) 양영호

     5급 합격 비법
기초강화, 최신기출 多제공

1:1트레이닝+스터디

11:00~12:30 (월수금)
장영미

       5급 합격 비법
실력강화, 최신기출 多제공

1:1트레이닝+스터디

11:00~12:30 (화목금)
 장영미

맛있는 중국어 新HSK    THE 맛있게, THE 확실하게!  합격은 물론, 고득점까지!

4급 핵심콕콕
원리이해+실전적용+과제

빈출어휘, 우선순위 685제공

19:10~21:00 (월수금)   양영호

5급 합격 비법
기초+실력강화, 최신기출 多제공

1:1트레이닝+스터디

19:10~21:00 (월수금)   장영미

4급 합격 비법
기초 어법 강화, 최신기출 多제공

1:1 합격 맞춤 트레이닝

14:00~17:00 (화목금)    장영미

5급 핵심콕콕
원리이해+실전적용+자동복습
빈출어휘,우선순위685 제공

14:00~16:00 (화목금)    양영호

6급 핵심콕콕
원리이해+실전적용+자동복습
빈출어휘,우선순위685 제공

14:00~16:00 (월수금)   양영호

3급  4급 5급 6급

5급 핵심콕콕
원리이해+실전적용+자동복습

09:20~11:20 (주5일)    양영호

  6급 입문
기초 탄탄 + 실력강화, 최신기출 多제공

1:1 합격 맞춤 트레이닝

19:10~21:00 (화목금)  장영미

4급 핵심콕콕
원리이해+실전적용+자동복습
빈출어휘,우선순위685 제공

11:30~13:00 (주5일) 양영호

5급 합격 비법
기초+실력강화, 최신기출 多제공, 1:1트레이닝+스터디

14:00~16:00 (월수금) + 쓰기 보강 20분   장영미

  6급 입문
기초 탄탄,  최신기출 多제공

09:20~10:50 (주5일)   장영미

5급 합격 비법
기초+실력강화, 최신기출 多제공

 1:1트레이닝+스터디

11:00~12:30 (주5일)  장영미

      4급 합격 비법
기초 어법 강화, 최신기출, 1:1 맞춤 트레이닝

08:30~10:00 (주5일)   장영미 & 유현진

HSK 어법 강화
4~5급 대비 필수 어법 마스터

14:00~15:30 (화목금)    장영미

 

3급  초단기 완성
  2주 마스터 과정

(8.16~29)

핵심 어법+기출문제

09:00~13:00
(주5일)

노연휘

    3급 초단기 완성
   1개월 완성 과정

17:10~19:00
(월수금)

노연휘

월수금 화목금

월수금 화목금

월수금

화목금

화목금
화목금

화목금월수금

월수금

월수금 월수금

150,000원

218,000원

137,000원 137,000원

218,000원

285,000원

150,000원 150,000원

218,000원

137,000원 137,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218,000원218,000원

화목금

137,000원

285,000원

150,000원

월수금 화목금

137,000원 137,000원

방학 특별

한달 완성

방학 특별

한달 완성

방학 특별

2주 완성

방학 특별

한달 완성

방학 특별

한달 완성

방학 특별

한달 완성

방학 특별

한달 완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스피킹 level 1 스피킹 level 2 스피킹 level 3 스피킹 level4 스피킹 level 5

첫걸음 기초 회화 초급완성 중급입문 중급완성 교재 入门 初级 提高 中级 高级

격일반  1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속성반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토요반 제외

장학생 제도 상세 내용 특이 사항

  맛있는중국어 종합회화 성적우수자 중 익월 등록시 해당 단계 교재 제공
  *성적장학생 기준: 출석 90% (주말 100%) 이상, 성적 90% 이상

  맛있는 중국어 종합회화 1~5단계 全단계 수료 시 5만원 수강 할읶권 증정

맛있는중국어
종합회화

과정에 한함

* 수강료:  주3일 90분 149,000원 ㅣ 주4일 60분  주5일 50분  주3일 100분 154,000원

출석 장학생

성적 장학생

全단계수료 장학생

  1개월 100% 출석 시 마읷리지 3% 적립  (격읷반은 2개월 등록시 가능)

*수강료:  주5일반 1개월,  주2~3일반 2개월  268,000원 (1개월 144,000원)

中 차이린

韓 유현진

      1&2단계 초집중 과정  (스터디, 인강 무료)
    09:00-13:00  노연휘

韓 유현진

韓 김부경

차이린09:00~09:50

韓 유현진

韓 김부경

10:00~10:55

(월~목)

韓 유현진

17:10~19:00 (월수)

韓 김부경

韓 노연휘

中 쩡마오

中 쩡마오

韓 노연휘

06:50~08:20
(월수금 90분)

中 리우양

韓 노연휘

中 차이린

韓 김부경

쩡마오 회이링

[고급 시사]

회이링
 韓 김부경

韓 김부경

韓 유현진
쩡마오차이린 리우양

韓中
새벽반

07:40~08:30

06:50~07:40
韓 유현진

韓 김부경

06:50~08:20

(화목금 90분)

회이링

쩡마오 리우양 차이린

3개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중국어회화의 정석!  회화는 물론 말하기 시험까지 완벽대비!

맛있는 중국어 종합 회화 스피킹 원어민 회화 

과목 과목

상3개월

하3개월

상3개월

하3개월

과정

학습

기간
학습기간 2개월

상2개월

하2개월

19:20~20:50
(월수금  90분)

11:40~13:10

(월수금, 화목금 90분)

15:10~16:40

(월수금, 화목금 90분)

10:00~11:30
韓 유현진

中 차이린

韓 김부경

中 쩡마오

中 쩡마오

韓 김부경

中 차이린

韓 유현진

13:30~15:00
 (월수금, 화목금)

韓 노연휘

中 리우양

中 리우양

韓 노연휘

中 차이린

韓 김부경

11:40~13:10
(월수금, 화목금)

韓中
1개월
속성반

회이링

회이링

[화목금]

쩡마오

[월수금]

리우양

[월수금]

쩡마오

[월수금]

차이린

[화목금]

19:10~21:00
(화목  110분)

11:40~13:10

韓 노연휘

中 리우양

리린롱쩡마오

韓 김부경

中 리우양

中 리우양

韓 김부경

韓 김부경

中 쩡마오

中 쩡마오

韓 김부경

    19:20~20:50(월수금)

    19:10~21:00(화  목)

13:30~15:00

韓 김부경

中 리우양

10:00~11:30
(월수금, 화목금)

19:10~20:50

 (월수금 100분)

中 리우양

韓 김부경

韓 유현진

韓中
격일반

“책임 강의제” 

동일 강좌 재수강시 50% 할인!

성적 장학생 선발시 교재 증정!

“토론식 프리토킹 수업” 

구술, 작문 테스트 실시

HSKK, TSC 시험 대비에 최적화!

10일 완성



취업 대비 강좌

[커이커이] 어린이 중국어 지도사 과정

제 49기 어린이 중국어전문지도사
평일 집중 자격증 취득 과정

8월 6일(월) ~ 8월 10일(금)
09:30~18:00 (월~금, 총 5일)

490,000원 (교재비 별도)

관광통역안내사 2차 면접 대비

18년 면접 시험대비 집중 과정

10:00~13:00 (월수 180분)
이은미 강사   230,000원

    17년 2차 면접 합격률 80% 달성!  최근 5년간 누적합격자 478명

    통번역대학원 출신의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 핚권으로 합격하기>>
    이은미 강사 저자 직강!

    08월 ~09월 ▶ 기초 이론 다지기, 기출 유형 및 실전 문제 마스터
    10월 ~11월 ▶ 면접 집중 강화 과정 (모의면접 트레이닝, 이미지 트레이닝,
                          그룹 스터디 짂행, 최근 5년 면접 자료 활용 집중 훈련)

[커이커이]  어린이 한자 양성과정

 "라오스하오, 커이커이, 한자지도사과정 자격증 취득 시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 자격증 부여!"

양성과정 자격 정보

제2기 어린이 한자 양성과정
평일 집중 자격증 취득 과정

8월 20일(월) ~ 8월 23일(목)
10:00~16:00 (월~목, 총 4일)

290,000원 (교재, 교구비 별도)

어린이 한자 양성과정 대표강사 : 황지민 강사



맛있는 중국어 회화

기초 회화 초급완성 중급입문

2개월 2개월 2개월

韓 유현진 韓 박윤희 中 쩡마오

韓 김부경 中 쩡마오 韓 박윤희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入门 初级 上 下 提高 中级 上 下 高级 上 下

上  3개월 上  3개월 上  3개월

下  3개월 下  3개월 下  3개월

[무료 HSK 특강] *수강료 : 134,000원 

*수강료: 60,000원

*수강료: 138,000원

4단계

귀가 트여야 중국 출장 및 업무 필수회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과 정

*수강료 : 244,000원 (1개월 132,000원)

특별과정    토요집중과정

맛있는 특별강좌

 어법 & 작문  듣기 & 말하기  비즈니스(출장) 중국어 습관 용어 과 목

왕초보 첫걸음~레벨업

1단계

기초어법 마스터로

2단계 3단계

승진 평가의 말하기시험

학습기간

리우양

*수강료 : 135,000원 
스피킹 원어민 회화

10:00~13:30
차이린 쩡마오

1개월

韓 유현진

韓 김부경

2개월

생생 현지 중국어 회화

11:40~13:30 (화 목)

중국영화, 드라마를

3개월

11:40~13:30 (월 수)
(LEVEL 4-6 대비)

17:10~19:00  (월 수)19:10~21:00 (월 수)

10:00~13:00

HSK 대비까지

09:00~09:55 (월~목)

김부경

CCTV 신문강독   스크린 중국어 TSC 과정 과 목

 입이 열린다! 점심 시간 활용 강추! 리얼 표현, 관용어 중국어
학습기간

14:00~15:50 (화 목)
11:40~13:30 (월 수)
17:10~19:00 (화 목)

09:00~09:55 (월~목)

삼성 및 대기업 입사 및
과 정

 통해 배우는 중국어

중국 뉴스로 배우는

리우양 쯔위엔 회이링 홍메이
회이링 회이링

14:30~16:20 (월 수)

회이링

HSK 5급
13:30~16:30

박정순

HSK 4급
10:00~13:00

왕수인

*수강료 : 135,000원

13:30~16:30 리우양 홍메이 쯔위엔

발음클리닉HSK 과정

중국 뉴스로 배우는 현지 회화

회이링
13:30~16:30

 CCTV

일대일 발음, 성조 교정

회이링
HSK 3급

14:00~17:00

 박윤희
16:30~18:00

내일 배움 카드 최대 4만원 할인

HSK & 

8월 11일 (토)  

[5급] 13:30~17:30

장영미 강사

HSK 4

8월 9일 (목) 

[4급] 16:00~18:00

양영호 강사

"함께 하면 THE 맛있는 특별강좌"

중국어 실력 200% 업그레이드

"토요 집중 수업"

주중에 바쁜 이들을 위한 주말 강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