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K와 TSC 동시 합격! 

취업성공패키지 大개강

수 많은 합격자들로 검증된 

고급 중국어의 신화 이선아입니다. 

중국어 스펙과 취업성공을 위한 

남미숙의 리얼한 패키지!  

경찰공무원 최다 합격생 배출 신화

경찰외사 7개월 0원 환급반

*2017 한국외대/이대 통번역대학원 최다 합격생 배출  

*2018 통번역 자격증(ITT) 100% 합격률 달성 

통대 입시반 / 통번역 자격증(ITT)반

취업성공패키지 
HSK 6급 + TSC 7급 / 트렌드중국어(2) 
HSK 5급 + TSC 4급 / 트렌드중국어(1) 
HSK 4급 + 입이트이는 중국어 회화 
HSK 3급 + 입이트이는 중국어 회화 

1위! 2016 경찰외사 육경 합격률 수치 전국 1위 달성

최다! 2016 경찰외사 육경 전체 합격생 중 최다 합격생 배출

1. 수 많은 통대 합격생이 선택한 1위 강사

2. 통번역 대학원 출신의 검증된 전문 강사진 

3.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 

4. 수강생 맞춤형 커리큘럼 
(* 2018년 4-6월 수강생 100% 합격) 

패키지 신청시 

30% 특별할인 

*17년 11월 중단기 강남학원 수강생 만족도 기준 

**10년~17년 HSK 수험서 분야 랭킹 기준 ***10년~17년 누적판매량 기준 

* 2017 한국외대/이대 총 합격자 기준 (17.01.05 '중국어 통번역대학원 학원'을 검색 시, 블로그 상위글 상위 3개 학원 – 시○ 중국어 학원, 공○ 아카데미, 차○나로 비교) 

HSK 최장기 베스트셀러 한권으로 끝내기 시리즈 저자직강!- 중단기 강남학원 남미숙 선생님 대표사단 -

16

고급중국어의 신화 

이선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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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기 

중국어 전문 강사진

남미숙 대표 사단

HSK  

남미숙 대표 사단의 16년 노하우와 실력있는 강의로

여러분의 숨어있는 중국어 DNA를 깨워드립니다.

과목 강의명/구성 요일 시간 가격

HSK/기초회화 속성과정
리얼 스파르타반

관리와 재미가 모두 갖춰진

초 단기커리큘럼

리얼 스파르타 기초반

(한중합동 기초회화 1,2단계)

월~금 14:00-18:30

325,380원/월

리얼 스파르타 3급반

(HSK 3급, 입이트이는 중국어 회화)
319,740원/월

리얼 스파르타 4급반

(HSK 4급 + HSK 4급 모의고사)
314,160원/월

리얼스파르타 5급반

 (HSK 5급+모의고사+TSC 4급)

월~금 10:00-16:00  

395,760원/월

리얼스파르타 6급반

 (HSK 6급+모의고사+TSC 7급) 417,070원/월

취업 성공 패키지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는 

중국어 스팩 !

HSK, TSC 둘 다 완성!

*패키지 과목 외, 

남미숙 대표 사단 2과목 이상 

동시 수강 시 30~40% 할인

HSK 6급 + TSC 7급 / TSC 4급
월~금

10:00-13:30 299,250원/월

19:30-21:30 197,540원/월

토 10:00-18:00 196,000원/월

HSK 6급 + 트렌드중국어2 월~금
09:00-12:00 299,250원/월

10:00-13:30 299,250원/월

HSK 5급 + 트렌드중국어1 월~금
09:00-12:00 278,460원/월

10:00-13:30 278,460원/월

HSK 5급 + TSC 4급 / TSC 7급
월~금

10:00-13:30 278,460원/월

19:30-21:30 186,830원/월

토 10:00-18:00 196,000원/월

HSK 4급 + 입이트이는 중국어 회화
월~금

12:40-16:00 278,460원/월

19:30-21:30 186,830원/월

토 10:00-18:00 196,000원/월

HSK 3급 + 입이트이는 중국어 회화
월~금

12:40-16:00 278,460원/월

19:30-21:30 186,830원/월

토 10:00-18:00 196,000원/월

HSK 합격보장반

남미숙의 단기 합격 프로그램

적중률 높은 기출분석문제 풀이/ 

체계적인 어휘학습 / 

꼼꼼한 작문 피드백

*본 강좌에 3만원/월 추가 시,  

실강과 인터넷 강의를 동시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강의제외)

HSK 6급 합격보장반

월~금 10:00-12:00 291,550원/월

월,수,금 19:30-21:30 137,600원/월

토 10:00-13:30 140,000원/월

HSK 5급 합격보장반

월~금 10:00-12:00 261,800원/월

월,수,금 19:30-21:30 123,200원/월

토 10:00-13:30 140,000원/월

HSK 4급 합격보장반

월~금 14:00-16:00 261,800원/월

월,수,금 19:30-21:30 123,200원/월

토 10:00-13:30 140,000원/월

HSK 3급 합격보장반

월~금 14:00-16:00 261,800원/월

월,수,금 19:30-21:30 123,200원/월

토 10:00-13:30 140,000원/월

HSK 모의고사반

*HSK 합격보장반과 동시 수강시,

수강료의 30~40%를 지원해드립니다.

HSK 6급 모의고사반

월~금 14:00-16:00 291,500원/월

화,목,금 19:30-21:30 154,800원/월

토 14:30-18:00 140,000원/월

HSK 5급 모의고사반

월~금 14:00-16:00 261,800원/월

화,목,금 19:30-21:30 138,600원/월

토 14:30-18:00 140,000원/월

HSK 4급 모의고사반

월~금 16:30-18:30 261,800원/월

화,목,금 19:30-21:30 138,600원/월

토 14:30-18:00 140,000원/월

新 HSK 한 권으로 끝내기

20만명 수강생이 선택한                       

新HSK 출제 경향 완벽 분석 교재

중단기 新 HSK 단어장

보기만 해도 저절로 외워지는

중국어 기초 단어장

 남미숙 대표팀 강좌 

패키지가 아니어도!

두 과목 이상 수강신청시 

30~4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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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숙 대표 사단의 16년 노하우와 실력있는 강의로

여러분의 숨어있는 중국어 DNA를 깨워드립니다.

과목 강의명/구성 요일 시간 가격

TSC
남미숙 대표 사단의 

단기합격 프로그램 자격증과 

회화 실력을 한번에!

TSC 7급

월~금 12:40-13:30 136,000원/월

화,목,금 19:30-21:30 144,000원/월

토 14:30-18:00 140,000원/월

TSC 4급

월~금 12:40-13:30 136,000원/월

화,목,금 19:30-21:30 144,000원/월

토 14:30-18:00 140,000원 /월

TSC한번에 끝장내기! 

주관사가 직접 만든 종합서

*2018년 3월 YES24 TSC 검색 기준

TSC 베스트셀러 1위

기초회화
중국어의 시작,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초회화도 역시 남미숙 대표 사단입니다.

과목 강의명/구성 요일 시간 가격 

회화
살아있는 중국어 강의

한국인, 중국인 선생님의

생생한 강의로 중국어 실력을

높여보세요!

리얼 스파르타 기초반  

(한중합동 기초회화 1,2단계)
월~금  14:00-18:30 325,380원/월

한중합동 회화 1단계

(1단계(상),(하)를 한번에) *50% 환급반
월~금  

10:00-12:00

271,100원/월
16:30-18:30

한중합동 회화 2단계 

(2단계(상),(하)를 한번에)
월~금

10:00-12:00

16:30-18:30

한중합동 회화 1단계(상)
*100% 환급반

월,수,금 19:30-21:30 128,000원/월

토 10:00-13:30 140,000원/월

한중합동 회화 1단계(하)
화,목,금 19:30-21:30 144,000원/월

토 14:30-18:00 140,000원/월

한중합동 회화 2단계(상)
월,수,금 19:30-21:30 128,000원/월

토 10:00-13:30 140,000원/월

한중합동 회화 2단계(하)
화,목,금 19:30-21:30 144,000원/월

토 14:30-18:00 140,000원/월

입이 트이는 중국어 회화

월~금

10:00-12:00
271,100원/월

16:30-18:30

12:40-13:30 136,000원/월

화,목,금 19:30-21:30 144,000원/월

토 14:30-18:00 136,000원/월

트렌드 중국어 1 월~금
09:00-09:50

160,000원/월
12:40-13:30

트렌드 중국어 2
월~금

09:00-09:50
136,000원/월

12:40-13:30

월,수,금 19:30-21:30 128,000원/월

회화 패키지
중국어 회화는 꾸준히 해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연속 수강 패키지로 

니하오에서 고레벨까지!

[9-10월] 회화 단기 완성 패키지

(한중합동 1-2단계)

월~금

10:00-12:00
446,600원/2개월

16:30-18:30

[9-11월] 회화 기초 마스터 패키지

(한중합동 1-2단계, 입이트이는 중국어)

10:00-12:00
622,050원/3개월

16:30-18:30

[9-12월] 회화 단기 완성 패키지

(한중합동 1-2단계)

월,수,금 19:30-21:30 448,000원/4개월

토 10:00-13:30 392,000원/4개월

[9-19.2월] 회화 기초 마스터 패키지

(한중합동 1-2단계, 입이트이는 중국어)

월,수,금 19:30-21:30 624,000원/6개월 

토 10:00-13:30 546,000원/6개월

남미숙의 중국어 쉽게 끝내기

진짜로 쉬운 중국어 첫걸음을

찾는다면 바로 이 책!

※ 환급반 조건 : 100% 출석 및 음원 과제 100% 만족시 전액 또는 반액 환급됩니다.

T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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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아 선생님과 전화상담!

수강생이 아니어도!

중단기 강남학원 (02.6958.8888)으로

성함 및 통화가능한 번호를 

남겨 주세요~!

압도적인 결과로 

검증된 고급 중국어

이선아 선생님
- 지금까지 배워왔던 중국어를 재정비, 실전 개념 학습

- 합격자들이 선택한 고급 중국어

-  통번역 대학원 입시 분야 6년 연속 전국 최고 합격률

- 17년 중국어 강의 노하우

- 경찰외사 강의 경력 8년의 비교 불가한 압도적 데이터

- 국내 업계 최초로 경찰외사 강의 시작

1. 수강료 전액 환급 (*환급 조건 만족시, 제세공과금 제외 수강료 환급)

2. 수강료 30% 할인

3. 1차 합격시, 이선아 중국어 회화 면접반 수강료 FREE

4. 경단기X중단기 일반면접 대비반 50% 할인

고급 중국어/통번역

중국어

경찰외사/안보외사

고민할 필요 없이, 당연히 이선아 선생님 입니다.

국내 최다 경찰외사 합격생 데이터 보유

과목 강의명/구성 요일 시간 가격

통번역

통대/경찰외사 프리미엄 시작반(2시간 수업, 1시간 스터디) 월~금 11:00-14:00 314,500원/월

통대 스파르타 합격반 월~금 09:00-11:00 255,000원/월

통대 직장인 합격반 (주말반 3시간 교차수강 가능) 월,수 19:00-22:00 300,000원/월

통대 주말 합격반 토 10:00-13:00 200,000원/월

ITT 통번역 

자격증반

[10/6 개강] 

전문 통번역 과정 ITT 번역 자격증반 7기 (3개월 과정)
토 10:00-17:00 1,400,000원/3개월

[10/1 개강] 

비즈니스 과정 ITT 번역 자격증반 1기 (3개월 과정)
월,수 19:00-22:00 900,000원/3개월

재원생 

전용 강좌

[외대대비반] 외대 한중시역 초급반
월~목

14:00-15:00
150,000원/월

[외대대비반] 외대 한중시역 고급반 13:00-14:00

[이대대비반] 이대 통역 집중 대비반 월~목 15:00-16:00 150,000원/월

고급시사
고급시사 밀착 care반 월~목 15:00-17:00 300,000원/월

고급시사 주말반 토 14:00-17:00 200,000원/월

과목 강의명/구성 요일 시간 가격

경찰외사

<2019대비> 경찰/안보외사 7개월 0원 환급반

월~금
14:00-17:00

1,515,150원/7개월

<2019대비> 경찰/안보외사 초급과정 314,500원/월

통대/경찰외사 프리미엄 시작반(2시간 수업, 1시간 스터디) 11:00-14:00 314,500원/월

경찰외사 스파르타 합격반 월~금 10:00-13:00 314,500원/월

경찰외사 직장인반 (주말반 3시간 교차수강 가능) 월,수 19:00-22:00 300,000원/월

경찰외사 주말반 토 10:00-17:00 300,000원/월

1연강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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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든 교육은
커넥츠 캠퍼스에서 시작됩니다.

커넥츠 캠퍼스 운영시간 안내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55, 

에이프로스퀘어 5/8/9/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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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09: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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