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
TIME TABLE
2018 SEPTEMBER 

중단기 강남학원 수강 할인혜택
내 생애 첫 중국어  0원 환급

8월 수강생  최대 30%  

친구 할인 시  최대 50%

두 개 강좌 동시 신청 시  최대 40%

초단기 완성 리얼 스파르타반  최대 42% 

1차 개강 9월 3일(월)

2차 개강 9월 17일(월) 

영단기 주말반 9월 8일(토)

            (일요반 9월 2일 일부 개강) 

중단기 주말반 9월 1일(토)

개강일 안내

영단기 강남학원 수강 할인혜택
첫 등록 신규생  최대 30%

승무원/공무원 준비생  최대 30%

타학원/온라인 프리패스 수강생  최대 30% 

영단기x중단기 콜라보레이션 할인 최대 40% 

PEET 단기 수강생 상시 40% 

PEET 수험생 상시 30%

3년 연속 마감!
PEET 최종합격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2018년 더욱 강력하게 돌아오다

토익 PEET 전용반

PEET전용반!

9/3 
대개강

1인 강사 체제 · 압축이론 · LC/RC통합 특수교재

新토익 모의고사 · 콤팩트한 커리큘럼

토익 700점 한달 단기 완성을 위한 콤팩트한 솔루션

All Care+ Compact
700점 한달완성반

2015,2016,2017 영단기 PEET 전용반 
47개 강좌 마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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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NG

NOW!

무료 특강 / 설명회

영단기 강남학원 9월 학사일정 월/수/금 반 토요반화/목/금 반 일요반 * 학사일정은 학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참고)

SUN MON TUE WED THU FRI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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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반 개강일요반 개강

주5일반 종강

일요반 종강

(강좌마다 상이)

(강좌마다 상이)

(강좌마다 상이)

(강좌마다 상이)

HSK, TEPS 시험

2차개강

한가위 추석연휴!
(무수업일)

한가위 추석연휴!
(무수업일)

한가위 추석연휴!
(무수업일)

한가위 추석연휴!
(무수업일)

TOEIC 시험

화/목/금 개강

화/목/금 종강

토요반 개강

토요반 종강(4주)

(강좌마다 상이)
토요반 종강(3주)

TOEFL 시험

TOEFL 시험

TOEIC, TOEFL 시험

월/수/금 개강

월/수/금 종강

토익 특강

11일(토) 12:00-14:00 맞춤토익(구원/홍혜정) 기출 유형 변형 특강

17일(금) 19:00-21:00 유수연 마라톤 특강

24일(금) 17:30-19:30 유수연 PEET 전용반 숨마투스 특강

24일(금) 15:00-17:00 권오경 LC+RC 한번에 끝내는 700+ 특강

25일(토) 12:00-15:00 딸기토익 D-1 시험 직전 100점 UP 벼락치기 마무리 특강

25일(토) 12:00-14:00 맞춤토익(구원/홍혜정) PEET 전용반 기출 유형 변형 특강

토플 23(목) 15:00-16:00 박크빅최 새로워진 최신 토플시험 트렌드 설명회+상담

토익스피킹

17일(금) 18:30-19:30 그레이스 토스 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특강

30일(목) 18:30-19:30 그레이스 토스 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특강

텝스

3일(금) 15:00-17:00 정일상 New TEPS 대비 100점 UP 특강

17일(금) 15:00-17:00 정일상 New TEPS 대비 100점 UP 특강

중국어

11일(토) 13:00-14:00 이선아 통번역 대학원 입시 설명회

11일(토) 13:00-14:00 남미숙 新HSK IBT 모의고사

18일(토) 13:00-14:00 이선아 경찰외사 입시 설명회

25일(토) 13:00-14:00 이선아 ITT 통번역 자격증 합격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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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강좌 선택 GUIDE

TOEIC Level 선택 GUIDE

650반

700반

850반

950반

RC

RC

RC

RC

&

LC

LC

LC

LC

- 기초 독해+문법 프로그램으로 독해 완성

- 신유형 공략을 위한 파트별 전문수업 (RC/LC/P7)

- 상상초월 빡센 관리

- 초단기한달완성700

- 지금 당장 700점이 필요하다면

- LC/RC 수업연계성,영역유연성 활용 맞춤 700점 완성 

- LC/RC 압축교재 활용

- 유형별 핵심 문법포인트와 최상위 기출문제 풀이

- 실전과 같은 문제풀이 수업 진행

- 최신 토익에 나오는 문제들만 다량 효율적으로 연습

- 실전 문제풀이 강좌 (함정유형/오답률높은 문제 연습) 

- 전 파트별 유형별 특징을 설명하여 유형을 구분하는 학습 진행

- PART5,6 뿐만 아니라 부족하기 쉬운 PART7과 어휘문제 집중연습

- 700점을위한맞춤강의 

- 압축 문법/독해 완벽정리 

- 문법 개념 정리+문제풀이 

- 요약 집중 핸드아웃

- RC 최소 450 이상을 목표로 토익 기출포인트 분석 및 반복훈련으로 실수 최소 추구방식 수업

- 토익의 대표적인 문법 유형 반복 암기 및 유형별 실전 기출문제학습

- 실전 문제풀이를 통한 유형별 문법적용 훈련

- 실전 난이도 문제 훈련을 통한 숙련도 강화

- 정확도에 초점을 맞춘 문제접근 방법 수업

- 문제풀이를 통한 정밀한 이론정리와 훈련 진행

- 빈출유형(질문-정답) 익히기 (정답 예상하며 듣는 연습)

- 독해&듣기(Multi-tasking) 동시 진행하며 토익어휘에 익숙해지는 훈련

- Paraphrasing 표현 정복

- 700점을 위한 듣기 스킬 완벽정리

- 문제풀이를 통한 초단기 LC 400점 만들기

- 예문을 통해 완벽한 실전 준비연습

- 실전 시험 대비 필요한 문제풀이 요령 및 기술 습득 

- 오답공식과 체계적인 국가별 성우 발음 학습을 통한 LC 최종 정리 

- 오답과 함정을 피해 정답율을 높이는 훈련 진행 

2018-2019년 PEET 최종합격 을 위해  

단기간 고득점이 필요하 다면?

레벨별 스타강사의 밀착관리형 스터디와 

무료 모의고사를 원한 다면?

자기계발에, 취업준비에 바쁘지 만 단시간 

TOEIC 700점만 나 오면 된다면?

토익수업과 함께 토익시험 빈출 VOCA도 

확실하게 암기하고 싶다면?

소수정예로 밀착관리와 종일 전용 강의실과 

전용자습실로 목표 달성하고 싶다면?

레벨별 상세설명 수업과 

무료 모의고사를 원한다면?

① 강의시간 : 주5일 2시간반 / 3시간반 선택  

- 총 17회 단기완성

② 목표레벨 : 850~900점 이상 

③ 특징 : PEET 수험생들만 모여 단기간 빡센 관리로    

고득점완성(PEET전용반) 

④ 강사진 : 린한/유정연, 유수연, 구원/홍혜정,  

김선경/최진성, 심건, 박영수

① 강의시간 : 주5일 3시간 총 17회 토익수업 + 강사밀착스터디/

문풀수업 110분 + 하프모의고사 60분 + 주중 22시까지 

자율학습 진행

② 목표레벨 : 750점

③ 특징 : 매일 하프모의고사, 주1회 위클리모의고사 진행, 강사

밀착스터디 + 추가 문제풀이 수업제공, 전용자습실 제공

④ 강사진 : 게임토익

① 강의시간 : 주5일2시간 총 17회 단기완성

② 목표레벨 : 700점 

③ 특징:대학교졸업,공기업준비등 단기간700점에 필요한 

압축이론 + 실전스킬 위주 강의, LC+RC 1인 강사체제로, 

회원 수준에 맞춘 LC/RC 수준별 수업

④ 강사진 : 권오경, 유수연, 게임토익, 심건 Jessie

① 강의시간 : 주5일 3시간 총 17회 토익수업 + 스터디80분 

② 목표레벨 : 650/750/850/950 

③ 특징:강사밀착스터디+ 데일리테스트제공+ 주1회 

위클리모의고사 진행 + Black Box 제공

④ 강사진 : 조현주/제이드김, 린한/유정연, 구원/홍혜정, 

김선경/최진성, 박영수

① 강의시간 : 주5일 3시간 총 17회 토익수업 

+ 주3일 보카 수업 50분

② 목표레벨 : 전 레벨

③ 특징 : All Care+ 토익 수업 전 화목금 보카 수업진행(구원T), 

P5 어휘문제 해석없이 푸는 노하우, 기출유형 문제풀이

④ 강사진 : 보카강의 (구원)

토익 수업 (조현주/제이드김, 린한/유정연, 구원/홍혜정, 

김선경 /죄친성, 박영수)

① 강의시간 : 주5일 3시간 총 17회 토익수업 

② 목표레벨 : 650/750/850/950

③ 특징 : 데일리테스트 제공 + 주1회 위클리모의고사 진행 

④ 강사진 : 조현주/제이드김, 린한/유정연,

구원/홍혜정, 김선경/최진성, 박영수

PEET 전용반 / 할인반

All Care+ PREMIUM

All Care+ Compact

All Care+ 보카패키지

All Care+ Premium

All Care+ STANDARD

NEW HOT

BEST

HIT

MUST

750반 RC

LC

- 기초와 실전을 동시에 준비하는 수업

- 기초 및 개념정리를 동시에 진행

- Part 전체 RC 영역을 골고루 정리

- 토익 750 이상을 맞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RC 개념정리 + 문제풀이

- 핸드아웃 과제와 수업시간용 문제풀이 과제 진행

- Part별 이론정리롤 출제의도와 준비 분야 통합 정리

- 해당 내용의 문제 풀이를 통해 응용 기술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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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inum 
All Care+ 토익

강사 레벨 시간

RC / LC 게임토익 750+ 목표반 09:00-22:00

-수업,테스트,복습 종일반

- 개인별 맞춤 1:1 소수정예수업

- 학습시간 8시간 이상

- 전용자습실 제공

- 매일 선생님과 함께 밀착관리 스터디

- 4순환 System

- 월 4회 실전모의고사

- 월 20회 빈출유형 하프모의고사

4순환 System

시간 별 세부 커리큘럼All Care+  플래티넘 반만의 혜택!

시간 일정

09:00-09:50 VOCA 강훈련 및 DAILY TEST

10:00-12:50 RC / LC 정규수업

14:00-15:30 복습훈련 강사밀착 STUDY

15:40-17:30 자물쇠 개인자습(전용자습실 제공)

17:30-18:00 1:1 맞춤 학습 멘토링

19:00-20:00 하프모의고사(빈출유형/기출변형)

20:00-22:00 개인자율학습

All Care+ 토익

프리미엄/스탠다드반

주 5일

강사 레벨 시간 스터디 시간

RC 조현주/LC 제이드김 650+ 기초
 - 토익 시험이 처음이지만

당장 600점 이상의 점수가 필요한 분

- 문법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

 - 승무원/공무원 준비를 위해 

최소한의 토익점수 획득을 목표로 하는 분

- 고득점을 위해 기초를 탄탄히 하고 싶으신 분

 10:00-12:50

13:00-14:10

 14:30-17:20

RC 최진성/LC 김선경

 10:00-12:50

 14:30-17:20

 RC 조현주/LC 제이드김

750+ 중급
 - 토익시험 응시 경험이 있으나 700점 이하 보유자

수능에서 외국어영역 3-4등급 이상 보유자

- 승무원/공무원 준비를 위해 

최소한의 토익점수 획득을 목표로 하는 분

10:00-12:50 

14:30-17:20

RC 린한 / LC 유정연 14:30-17:20

RC 구원/LC 홍혜정

10:00~12:50

(수업 후 스터디 13:00~14:20)

14:30-17:20

(수업 후 스터디 17:20~19:00)

RC 박영수/LC 박영수
950+ 실전 / 문제풀이

- 900점 더 나아가 95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

- 전문대학원(PEET) 및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

- 신토익을 고득점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시는 분

- 이론정리는 충분히 했지만 시간안배 연습이 안되는 분

10:00-12:50 

14:30-17:20

RC 박영수/LC 박영수

(2주완성반, 8/16 개강)

10:00-12:50 

14:30-17:20 

※ 개강일 : 9월 3일(월)

프리미엄반(스터디 진행)

- 수업전 또는 후 강사밀착 스터디 진행

- 프리미엄 블랙박스 제공

- 데일리테스트/월 4회 실전모의고사 제공

321,000원/월

스탠다드반(스터디 無)

- 정규수업만 수강 (스터디 無)

- 데일리테스트/월 4회 실전모의고사 제공

  281,000원/월

Only 프리미엄반

이론

빈출
유형

기출문제
풀이

실전
모의고사

+ +강사의 일대일 약점 & 학습 관리 전용 자습실 제공레벨별 맞춤형 자료 제공 

목표달성 지원 특별혜택 

-  해당 강사님 강좌 목표점수(강좌레벨) 달성시까지 무제한 수강

    10월 14일 토익 정기시험 750점(750+반) 점수 달성시

-  토익 응시료 환급혜택

*필독*  Platinum 프로그램, 데일리테스트/위클리테스트 100%참석 기준

교재 지원 (블랙박스 5종, 기출기술강훈련 문제집 등 문제집 제공)

프리미엄 컨설팅 2회 제공

개강 전후 학습관리 : 개강 전후 예습/복습 동영상 제공

*세부 커리큘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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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반

(주5일 / 주3일) 

토익 일반 종합/단과

주말반 

토익 일반 종합/단과

7일 완성반

(9/17 개강) 

9/30 토익 시험 대비

※ 해당반은 4주 커리큘럼반 中 

문제풀이 2주 커리큘럼반으로 

진행됩니다.

※ 학원 사정에 따라 시간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TO
EIC

※ 학원 사정에 따라 시간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650+ 목표 추천

영단기 신토익 

스타트

 750+ 목표 추천

영단기 신토익 

기술서

 850+ 목표 추천

영단기 신토익 

기본서

 950+ 목표 추천

영단기 신토익 실전 1000제

레벨 강사 요일/회차 수업시간 가격

750+ 중급 RC 구원 / LC 홍혜정
월~금 / 7회 10:00-12:50

139,000원/월
월~금 / 7회 14:30-17:20

950+ 실전 RC / LC 박영수 월~금 / 9회

10:00-12:50

139,000원/월14:30-17:20

19:00-21:50

레벨 강사 요일/회차 수업시간 가격

650+ 기초
RC / LC 게임토익 토요일 / 3회 10:00-17:50 189,000원/월

RC/LC 심건 토요일 / 4회 10:00-14:00 120,000원/월

750+ 중급 RC / LC 게임토익 일요일 / 3회 10:00-14:00 120,000원/월

레벨 강사 요일/회차 수업시간 가격

650+기초

RC/LC 손정화

월~금 / 17회
08:10-10:00

192,000원/월

월,수,금 / 8회 103,000원/월

월~금 / 17회
11:00-12:50

192,000원/월

월,수,금 / 8회 103,000원/월

월,수,금 / 8회 19:00-20:50 103,000원/월

RC/LC 심건
월~금/17회

12:00-13:50
192,000원/월

월,수,금/8회 103,000원/월

750+중급

 RC / LC 권오경 월,수,금 / 8회 20:00-21:50
 103,000원/월 

(인강제공 : 153,000원/월)

RC / LC 손정화 월~금 / 17회
07:00-08:00

105,000원/월
13:00-14:00

RC / LC 심건
월~금/17회 10:00-11:30 192,000원/월

월,수,금/8회 08:30-09:50 103,000원/월

850+ 정규 RC/LC 심건

월~금 / 17회 08:00-08:50 87,000원/월

월~금 / 17회 17:00-18:50 192,000원/월

화,목,금 / 9회 19:00-20:50 116,000원/월

950+ 실전 RC/LC 박영수 월~금 / 17회 19:00-21:50 296,000원/월

토익 VOCA 구원 화,목,금 / 9회 09:00-09:50 53,000원/월*

하프모의고사 
(100문제)

심건

월수 60분 모의고사 08:30-09:30

65,000원/월*

화목 80분 해설강의 08:30-09:50

*토익 VOCA  당월 토익강좌와 동시 등록시 5만원

*하프모의고사 – 당월 토익강좌와 동시등록시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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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Speaking 
토익 스피킹

OPIc

오픽
강사 레벨 요일 시간 강의명 가격

지니강 
IM2-AL 목표 

끝장반

월~금 (10일완성)
(9/3개강) 12:00-13:40 

13:40-15:20

수업 후 60~90분

케어스터디 & 빈출문제 위주의 

템플릿 공략 비법 전수
175,000원/월

월~금 (10일완성)
(9/14 개강)

세라김 

IM-IH 목표 
꼼꼼 기초반
(2주 완성)

월~금 (9/3  개강)

10:00-11:30

<영단기 OPIc 

실전서 저자직강>

수업 후 무료 스터디

175,000원/월

월~금 (9/17 개강)

IH-AL 실전감각 
집중훈련반
(2주 완성)

월~금 (9/3  개강)

11:30-13:00 185,000원/월

월~금 (9/17 개강)

IH 목표
소수정예반
(2주 완성)

월~금 (9/3 개강) 14:00-16:00

<영단기 OPIc
 실전서 저자직강> 
실전모의고사 제공

226,400원/월
(개강전까지) 

IM-IH 3주완성
스마트클래스 

토 (9/8 개강) 10:00-14:00
150,000원/월

개강 4일차 인강 제공

강사 레벨 요일 시간 강의명 가격

그웬 

LEVEL 6-8 
목표반

(10일 완성)
월~금 (9/3 개강)

10:00-11:15
13:00-14:15

수업후스터디 90분
발음클리닉

실전모의고사 5회 인강제공

186,000원/월 
→ 148,800원/월

LEVEL 6-7 
목표반

(8회 완성)

월,수,금 (9/3 개강)
19:30-21:00

(9.22 시험대비반)

발음클리닉 

실전모의고사 5회 인강제공 
186,000원/월 

→ 148,800원/월

LEVEL 6-7 
목표반

(주말반/4회 완성)

토(9/1 개강) 11:00-14:00
수업후 스터디 80분 발음클리닉  

실전모의고사 5회 인강 제공
150,000원/월 

→ 135,000원/월

LEVEL 6-8 
목표반

(5일 완성)

월~금(9/17 개강)
10:00-12:30
13:00-15:30

수업후 스터디 20분

발음클리닉

실전모의고사 5회 인강제공

186,000원/월 
→ 148,800원/월

제이정

LEVEL 6-7 
목표반

(2주 완성)

월~금 (9/3 개강)

09:30-11:00

11:00-12:30

13:30-15:00

수업 후 스터디 80분

발음마스터 인강

실전모의고사 10회

&피드백 제공

186,000원/월 
→ 148,800원/월

LEVEL 6-7 
목표반

(1주 완성)

월~금 (9/17 개강) 10:00-12:00
수업 후 스터디 필수 60분, 

선택 120분
138,000원/월

LEVEL 6-7 
목표반

(3주 완성)

화,목,금 (9/4 개강) 19:30-21:00

수업 후 스터디 80분

발음마스터 인강

실전모의고사 10회

&피드백 제공

186,000원/월 
→ 148,800원/월

토 (9/1 개강) 10:00-14:00
발음 마스터 인강

실전모의고사 10회&피드백 제공

150,000원/월 

→ 135,000원/월

그레이스

LEVEL 7-8 목표반
(5일 완성)

월~금 (9/3 개강)

13:00-14:20

15:30-16:50

수업후스터디 60분

강사집중관리 스터디

최신 트렌드 반영한 

실전 문제 위주 강의

83,000원/월월~금 (9/10 개강)

월~금 (9/17 개강)

LEVEL 6-7 목표반
(9일 완성)

월~금 (9/3 개강)
06:50-07:40

07:50-08:40

발음 마스터 인강 제공

실전모의고사 10회&피드백 
93,000원/월

LEVEL 6-7 목표반
(3주 완성)

토(9/1 개강)
14:00-18:00

발음 마스터 인강 제공

실전모의고사 10회&피드백 제공
150,000원/월

일(9/2 개강)

TO
EIC

Speaking

O
PIc

그웬 선생님   

누적 수강생 

35만의 선택

지니강 선생님   

오픽 적중의 대명사 

오픽의 치트키

제이정 선생님   

최신 트렌드의 강자 

그레이스 선생님

토익스피킹 마스터

세라김 선생님   

날카로운

약점 공략 기술

영단기 OPIc 

기본서/실전 모의고사

한권으로 AL까지 보장하는 

오픽 기본서/실전 모의고사

영단기 

TOEIC SPEAKING 기본서

단기간 고레벨에 최적화된 

토익스피킹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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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S
텝스

강사 레벨 요일 시간 강의명 가격

정일상

NEW 텝스 350+
이론도약반

월,수,금 13:00-14:50 NEW 텝스 350+ 이론도약반 137,000원/월

NEW 텝스 450+
All Care+
실전문풀반

월~금
10:00-12:50

(수업 전 

All Care 클리닉)

NEW 텝스 450+ All Care+

실전문풀반
250,000원/월

NEW 텝스 450+ All Care+

실전문풀반 스마트클래스

300,000원/월
(인강제공)

월,수,금
화,목,금

10:00-12:50
(수업 전 

All Care 클리닉)

NEW 텝스 450+ All Care+ 

실전문풀반

월,수,금 : 126,000원/월 

화,목,금 : 142,000원/월

NEW 텝스 550+
All Care+

고득점대비반

월~금
08:00-10:50

(수업 후 

All Care 클리닉)

NEW 텝스 550+ All Care+

고득점대비반
250,000원/월

NEW 텝스 550+ All Care+

고득점대비반 스마트클래스
300,000원/월

(인강제공)

월,수,금
화,목,금

08:00-10:50
(수업 후 

All Care 클리닉)

NEW 텝스 550+ All Care+

고득점대비반

월,수,금 : 126,000원/월 

화,목,금 : 142,000원/월

TEPS

정일상 선생님   

파트별 개념과 

출제공식을 

한번에 정리

일반 : 총점 600점의 점수 체계로 변경

           각 영역의 문항 수 축소(총 65문항 축소)

           각 영역의 시험 시간 축소(총 35분 축소)

청해 : Part 3 대화 및 질문 청취 횟수 2회 → 1회

           Part 5 신유형 추가(1지문 2문항)

어휘&문법 : 두 영역 시험 시간 통합

                     어휘 → 문법으로 순서 변경(기존 문법 → 어휘)

                     영역 내 대화 문항 및 단문 문항 비율 변경

독해 : 일부 지문에 실제를 반영하는 다양한 디자인 도입

           Part 3 지문 형식 다양화

           Part 4 신유형 추가(1지문 2문항)

개요

환산표

2018년 5월부터 NEW TEPS 시행!

9~10월 시험일정 : 9/1, 9/16, 10/20

점수 0~990점 0~600점

문항/시험시간 200문항 140분 135문항 105분

청해 60문항 55분 40문항 40분

어휘 50문항 15분 30문항
25분

문법 50문항 25분 30문항

독해 40문항 45분 35문항 40분

937~990 551~600

870~936 501~550

799~867 451~500

724~799 401~450

643~723 351~400

557~641 301~350

469~555 251~300

381~467 201~250

282~379 151~200

176~280 101~150

구분 OLD TEPS NEW TEPS

OLD TEPS NEW 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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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레벨 요일 시간 강의명 가격

정일상

NEW 텝스 350+
이론도약반

월,수,금 13:00-14:50 NEW 텝스 350+ 이론도약반 137,000원/월

NEW 텝스 450+
All Care+
실전문풀반

월~금
10:00-12:50

(수업 전 

All Care 클리닉)

NEW 텝스 450+ All Care+

실전문풀반
250,000원/월

NEW 텝스 450+ All Care+

실전문풀반 스마트클래스

300,000원/월
(인강제공)

월,수,금
화,목,금

10:00-12:50
(수업 전 

All Care 클리닉)

NEW 텝스 450+ All Care+ 

실전문풀반

월,수,금 : 126,000원/월 

화,목,금 : 142,000원/월

NEW 텝스 550+
All Care+

고득점대비반

월~금
08:00-10:50

(수업 후 

All Care 클리닉)

NEW 텝스 550+ All Care+

고득점대비반
250,000원/월

NEW 텝스 550+ All Care+

고득점대비반 스마트클래스
300,000원/월

(인강제공)

월,수,금
화,목,금

08:00-10:50
(수업 후 

All Care 클리닉)

NEW 텝스 550+ All Care+

고득점대비반

월,수,금 : 126,000원/월 

화,목,금 : 142,000원/월

토플 레벨 선택 가이드

나에게 맞는 TOEFL 수업을 찾아볼까요?

수능영어

어학연수 준비

교환학생/유학

start!

TOEIC/TEPS/IELTS

시험을 본 적이 있다.

내가 했던 영어 공부는?

토플 시험을

본 적이 있다.

(CBT/IBT)

CBT 150~200 / IBT 50~65
yes

yes

yes

TOEIC 750 / TEPS 600 / IELTS 5.0

6개월 미만

2등급 미만

CBT 200~230 / IBT 65~79

TOEIC 850 / TEPS 700 / IELTS 6.0

Essay/Presentation 경험이 있다.

1등급

CBT 230~250 / IBT 80~99

TOEIC 950 / TEPS 800 / IELTS 7.0

입문반

입문반

80+반 

고득점반

입문반

80+반 

입문반

80+반 

입문반

80+반 

고득점반

80+ 반

고득점반

TOEFL 
토플

강사 레벨 요일 시간 강의명 가격

박크빅최

Team

토플

입문반

월~금

14:30-16:20 토플 입문 종합반 244,000원/월

14:30-16:20
토플 입문 종합 스마트클래스 

(인강제공)
294,000원/월

토 10:00-11:40 토플 주말 Writing 기초반 83,000원/월

토플
80+반

월~금

10:00-13:50
(강사 케어 스터디 

14:30-15:30)

토플 80+ All Care+ 481,000원/월

10:00-13:50
(강사 케어 스터디 

14:30-15:30)

토플 80+ All Care+ 스마트클래스
( 인강제공)

511,000원/월

월,수 19:00-21:50
토플 80+ 스마트클래스

(인강제공)
147,000원/월

토 10:00-11:40 토플 주말 Writing 기초반 83,000원/월

TO
EFL

Reading 박세연

기본 600 어휘 

최소 단어로 빠르게 

독해력을 높이다

박크빅최 팀

박세연 / 크리스틴 한

/ 빅토리아 신 / 최종훈

Listening 크리스틴 한

전설의 문제 예측 

스킬로 리스닝 

정복을 앞당기다

Speaking 빅토리아 신

어떤 주제든 입이 

열리는 비밀 문장으로

막힘 없이 술술!

Writing 최종훈

어떤 주제에도

응용 가능한

 만능 에세이 템플릿!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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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단기 TOEFL ACTUAL TEST

적중률 높은 주제만을 엄선, 실전서

영단기 TOEFL START

처음 시작에 최적화된 토플 바이블

영단기 TOEFL 기본서

단기 고득점에 최적화된 기본서

강사 레벨 요일 시간 강의명 가격

박크빅최 

Team

토플 
고득점반

월~금

10:00-13:50
(강사 케어 스터디 

14:30-15:30)

토플 고득점 All Care+ 523,000원/월

10:00-13:50
(강사 케어 스터디 

14:30-15:30)

토플 고득점 All Care+ 스마트클래스
(인강제공) 553,000원/월

월,수 19:00-21:50
토플 고득점 스마트 클래스

(인강제공)
159,000원/월

토 12:00-13:40 토플 주말 Writing 정규반 83,000원/월

토플 
입문~80 패키지

월~금
10:00-16:20

(점심시간

13:50 - 14:30)

토플 입문~80
All Care+ 패키지

725,000원/월

토플 
80~고득점 패키지

월~금
10:00-13:50

(강사 케어 스터디 

14:30-15:30)

토플 80~고득점

목표달성 프리미엄 패키지
(All Care X 2개월 + 1개월)

1,369,000원/월

-> 959,000원/월

*학원 사정에 따라 시간표는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훈 선생님   

문법정리와 작문

마스터하기

구원 선생님

쉽고 빠르게 

문법과 보카 정복!

강사 레벨 요일 시간 강의명 가격

최종훈
기초 작문 문법

시사적 이슈 

관련 영작 연습

월~금

(9/3개강)
09:00-09:50

주중 

문법&영작반

150,000원

-> 105,000원/월

화,목,금

(9/4 개강)
19:30-21:00

주중 

문법&영작반

150,000원

-> 110,600원/월

구원
기초

쉽고 빠르게 

문법과 보카 정복

화,목,금

(9/4 개강)
09:00-09:50 VOCA 한달완성 53,000원/월

종
합

영
어

English

종합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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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레벨 요일 시간 강의명 가격

최종훈
기초 작문 문법

시사적 이슈 

관련 영작 연습

월~금

(9/3개강)
09:00-09:50

주중 

문법&영작반

150,000원

-> 105,000원/월

화,목,금

(9/4 개강)
19:30-21:00

주중 

문법&영작반

150,000원

-> 110,600원/월

구원
기초

쉽고 빠르게 

문법과 보카 정복

화,목,금

(9/4 개강)
09:00-09:50 VOCA 한달완성 53,000원/월

주중반 주말반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9:00 – 09:50 

No Class

모의고사 모의고사 모의고사 모의고사 모의고사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Lunch

14:00 – 14:50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15:00 – 15:50

16:00 – 16:50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17:00 – 17:50

모의고사

Math Math Math Math Math

18:00 – 18:50 Dinner

19:00 – 19:50

자물쇠학습 20:00 – 20:50

21:00 – 21:50

주중반 주말반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9:00 – 09:50 

No Class

모의고사 모의고사 모의고사 모의고사 모의고사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Lunch

14:00 – 14:50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15:00 – 15:50 Math Math Math Math Math

16:00 – 16:50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17:00 – 17:50

모의고사

Science Science Science Science Science

18:00 – 18:50 Dinner

19:00 – 19:50

자물쇠학습 20:00 – 20:50

21:00 – 21:50

The
Princeton

Review

프린스턴리뷰 

입시컨설팅 안내

프린스턴리뷰 2018 

SAT 가을 특강 스케줄

12학년 Admissions Consulting 미국 / 캐나다 / 아시아
* Main & Supplemental Essay Resume Application 관리

Full Package (10개 학교) 10,900,000원

Full Package (5개 학교) 6,500,000원

Full Package (1개 학교) 2,500,000원

기본컨설팅(1개대학)이후 1개대학 추가할 경우: 1,000,000원

8~11학년 1:1 관리 프로그램 CCS Mentoring
College Counselling & Strategies

PREMIUM + 7,000,000원/1년

주 1회 정기 상담 

Curriculum, GPA, Test, Activities, School Life 관리 

학생의 세부적인 장단점 분석으로 특회된 명문대 로드맵 구축

PREMIUM

5,000,000원/1년
주 1회 정기 상담 

Curriculum, GPA, Test, Activities, School Life관리
3,000,000원/6개월

 SAT 가을 특강 정규반 스케줄

ACT 가을특강 정규반 스케쥴

기간

9월 22일 개강 ~ 11월 30일 종강

주중반 : 수,목,금 / 주말반 : 토,일

*자세한 커리큘럼 및 안내는 학원으로 문의

주세요.

할인정책

재원생 할인 5% 

(2018년 여름특강 재원생에 한함)

형제할인 각 5%

조기등록할인(과목별로 상이합니다.)

재원생 추천 신규생 5%

* 할인율은 과목 및 특강에 따라 상이합니다.

* 최소 20회 이상 수강시에만 할인이 적용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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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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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ACT 추석특강 스케쥴 SAT 추석특강 5일반 스케줄

ACT 추석특강 5일반 스케쥴

SAT 추석특강 8일반 스케줄

ACT 추석특강 8일반 스케쥴

시간 9/22(토) 9/23(일) 9/24(월) 9/25(화) 9/26(수) 9/27(목) 9/28(금)

09:00 – 09:50 

모의고사 모의고사

추석당일

무수업일

모의고사 모의고사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강의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Lunch Lunch Lunch

14:00 – 14:50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컨설팅

15:00 – 15:50

16:00 – 16:50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17:00 – 17:50 Math Math Math Math Math

18:00 – 18:50 Dinner Dinner

19:00 – 19:50

자물쇠 자율학습 자물쇠 자율학습20:00 – 20:50

21:00 – 21:50

시간 9/22(토) 9/23(일) 9/24(월) 9/25(화) 9/26(수) 9/27(목) 9/28(금) 9/29(토) 9/30(일) 10/1(월) 10/2(화)

09:00 – 09:50 

모의고사 모의고사

추석당일

무수업일

모의고사 모의고사 모의고사 모의고사 모의고사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강의

실전

모의고사

강의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Lunch Lunch

14:00 – 14:50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15:00 – 15:50

16:00 – 16:50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17:00 – 17:50 Math Math Math Math Math Math Math Math

18:00 – 18:50 Dinner Dinner

19:00 – 19:50

자물쇠 자율학습 자물쇠 자율학습

컨설팅

자물쇠 자율학습20:00 – 20:50

21:00 – 21:50

시간 9/22(토) 9/23(일) 9/24(월) 9/25(화) 9/26(수) 9/27(목) 9/28(금)

09:00 – 09:50 

모의고사 모의고사

추석당일

무수업일

모의고사 모의고사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강의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Lunch Lunch Lunch

14:00 – 14:50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컨설팅

15:00 – 15:50 Math Math Math Math Math

16:00 – 16:50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17:00 – 17:50 Science Science Science Science Science

18:00 – 18:50 Dinner Dinner

19:00 – 19:50

자물쇠 자율학습 자물쇠 자율학습20:00 – 20:50

21:00 – 21:50

시간 9/22(토) 9/23(일) 9/24(월) 9/25(화) 9/26(수) 9/27(목) 9/28(금) 9/29(토) 9/30(일) 10/1(월) 10/2(화)

09:00 – 09:50 

모의고사 모의고사

추석당일

무수업일

모의고사 모의고사 모의고사 모의고사 모의고사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강의

실전

모의고사

강의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Lunch Lunch

14:00 – 14:50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15:00 – 15:50 Math Math Math Math Math Math Math Math

16:00 – 16:50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17:00 – 17:50 Science Science Science Science Science Science Science Science

18:00 – 18:50 Dinner Dinner

19:00 – 19:50

자물쇠 자율학습 자물쇠 자율학습

컨설팅

자물쇠 자율학습20:00 – 20:50

21:00 – 21:50

기간

9/22-9/30

* 추석당일 무수업일  

주5일반 / 주8일반

특징

10/6일 SAT 시험 대비 적중특강으로 진행 

교재비 포함(최신적중 기출문제)

* 모의고사와 / 컨설팅수업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할인정책

재원생 할인 5% 

(2018년 여름특강 재원생에 한함)

형제할인 각 5%

조기등록할인(과목별로 상이합니다.)

재원생 추천 신규생 5%

* 할인율은 과목 및 특강에 따라 상이합니다.

* 가을특강은 5일반 8일반 패키지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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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T

The
Princeton

Review

SAT2 가을특강 스케쥴

AP 가을특강 스케쥴

SAT2 가을특강 스케쥴 (토/일)

AP 가을특강 스케쥴 (토/일)

토요일 일요일

시간 Math2C Chemistry Biology Math2C Chemistry Biology

11:00~11:50
클레어 강철호 NT 클레어 강철호 NT

12:00~12:50

토요일 일요일

시간 Calculus BC Chemistry Physics Calculus BC Chemistry Physics

14:00 ~ 14:50

클레어 강철호 전재한 클레어 강철호 전재한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기간  

10월 6일 개강 - 10월 28일 종강 [8일]

기간   

10월 6일 개강 - 10월 28일 종강 [8일]

강사 레벨 요일 시간 강의명 가격

이상규T

기본 일 09:30-13:00 GMAT MATH DS 3회차 120,000원/월

정규 토 15:00-18:30 GMAT MATH PS 3회차 230,000원/월

실전 미정 19:30-22:30 GMAT math 실전 후기 풀이 특강 2회차( 추후공지) 90,000원/회

조현경T

기본  -  - [GMAT] SC 기본반 (온라인 대체) - 

정규  -  - [GMAT] SC OG 문제풀이반 (온라인 대체) - 

실전 일 14:00-18:00 [GMAT] SC 실전반 (월 3회수업) 160,000원/월

조현경 선생님   

GMAT SC의 

새로운 트렌드 

이상규 선생님   

무조건 

GMAT MATH 

NO.1

GRE·
GM

AT

GRE 강사 레벨 요일 시간 강의명 가격

노정훈T

기본+
중급

화목금토일 

(9/1개강)

화목금 

10:05-13:55
GRE 기본+ VERBAL(A+B)+WRITING(A)종합 =화,목,금 

[SOP특강무료][소수정예반]=토,일
800,000원/월

토일 15:05-18:55

화목토일 

(9/1개강)

화목 10:05-13:55 기본+중급 GRE VERBAL 종합(A+B)=화,목 

[SOP특강무료][소수정예반]=토,일
560,000원/월

토일 15:05-18:55

화목금 

(9/4개강)
10:05-13:55

GRE 기본+중급 VERBAL 종합(A) +WRITING(A)종합 

[SOP특강무료][소수정예반]
520,000원/월

화목 

(9/4개강)
10:05-13:55

기본+중급 GRE VERBAL (A) 

[SOP특강무료][소수정예반]
280,000원/월

금 

(9/7개강)
10:05-13:55

기본+중급 GRE WRITING(A) 

[SOP특강무료][소수정예반]
240,000원/월

토일 

(9/1개강)
15:05-18:55

기본+중급 VERBAL(B:3주)+WRITING(B동영상만) 

[SOP특강무료][소수정예반]
520,000원/월

토일 

(9/1개강)
15:05-18:55

기본+중급 GRE VERBAL(B:3주) 

(SOP특강무료)(소수정예반)
280,000원/월

기본+중급 
+실전

월화수목 

(9/3개강)
10:05-13:55

기본+중급 VERBAL(A)+실전 VERBAL(C) 

[SOP특강무료][소수정예반]
610,000원/월

월화수목금 

(9/3개강)
10:05-13:55

기본+중급VERBAL(A)+실전VERBAL(C)+WRITING(A) 

[SOP특강무료][소수정예반]
850,000원/월

실전

월수금토일 

(9/1개강)
10:05-13:55

실전 GRE VERBAL(A+C)+WRITING(A) 종합 

[SOP특강무료][소수정예반]
900,000원/월

금(9/28) 19:00-21:00 SOP특강 60,000원/회

월수토일 

(9/1개강)
10:05-13:55

실전 GRE VERBAL(A+C)+WRITING 첨삭6회 

[SOP특강무료][소수정예반]
750,000원/월

월수토일 

(9/1개강)
10:05-13:55 실전 GRE VERBAL(A+C) [SOP특강무료][소수정예반] 660,000원/월

월수금 

(9/3개강)
10:05-13:55

실전 GRE VERBAL(C)+WRITING(A) 종합 

[SOP특강무료][소수정예반]
570,000원/월

월수

(9/3개강)
10:05-13:55

실전 GRE VERBAL(C)+WRITING첨삭6회

[SOP특강무료][소수정예반]
420,000원/월

월수

(9/3개강)
10:05-13:55

실전 GRE VERBAL(C)

[SOP특강무료][소수정예반]
330,000원/월

토일

(9/1개강)
10:05-13:55

실전 GRE VERBAL(A:3주) 

[SOP특강무료][소수정예반]
330,000원/월

토일

(9/1개강)
10:05-13:55

실전 GRE VERBAL(A:3주)+WRITING 첨삭6회 

[SOP특강무료][소수정예반]
420,000원/월

이상규T 정규
일

(9/2개강)
15:00-18:30 GRE quant 기본 이론 3회차  230,000원/월  

노정훈 선생님   

대한민국 GRE 

Verbal & Writing 

절대강자

이상규 선생님   

수포자마저 

Math고득점이 

가능한 명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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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강 선생님   

Genius Speaking

발음교정으로

자신감 업!

세라김 선생님   

취업대비 

영어면접반

브랜든 선생님   

브랜든 영어교실 

스피킹 기초

Speaking

회화
강사 레벨 요일 시간 강의명 가격

문성용

기초
영어로 말하는

습관 훈련

다양한 Activity를 

통한 영어구사 환경

월~금

(9/3  개강)

06:30-07:50

소리드림 새벽/오전반

<수업후스터디 30분>
145,000원/월08:00-09:20

10:00-11:20

18:50-20:50 소리드림 주중 저녁영상반 75,000원/월

토요 집중반

(9/8  개강)
09:00-12:50

소리드림 주말반

<수업후스터디 50분>
135,000원/월

지니강 

기초
일상 생활

표현 연습 

발음교정을 통한

입트이기

월,수,금

(9/3 개강)

14:00-15:30

Genius 기초 회화

<직장인 환급반>

131,000원/월

→105,000원/월

18:00-19:30

19:30-21:00

화,목,금

(9/4 개강)

18:00-19:30

19:30-21:00

월,수,금

(9/3 개강) 

10:00-11:30

Genius 기초 회화

18:00-19:30

19:30-21:00

화,목,금

(9/4 개강)

10:00-11:30

18:00-19:30

19:30-21:00

지니강+Mark Talk 

Play Learn(원어민반)

월~금

(9/3 개강)
10:00-11:30

지니강 Speaking 기초회화 + 

TPL (원어민반) 

222,000원/월 

화,목,금

(9/4 개강)
130,000원/월

브랜든

기초
사소한 

생활 문화에서 

시사영역

상식 공유까지 

병행

월,수,금

(9/3 개강) 

06:30-08:00

브선생 영어교실 

스피킹 기초 

122,000원/월

→105,000원/월

10:00-11:30

12:00-13:30

14:00-15:30

화,목,금

(9/4 개강)

06:30-08:00

브선생 영어교실 

스피킹 기초 

122,000원/월

→118,000원//월

10:00-11:30

12:00-13:30

14:00-15:30

Speakin
g

문성용 선생님   

소리드림

국내 어학연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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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외 패키지

1회 수업권 70,000원

1개월

 560,000원   →  480,000원 (14% 할인)

700,000원  →   570,000원 (19% 할인)

3개월

1,680,000원   →   1,296,000원 (23% 할인)

2,100,000원   →   1,584,000원 (25% 할인)

6개월 3,360,000원   →   2,448,000원 (27% 할인) 

12개월 6,720,000원   →   4,608,000원 (34% 할인)

Direct
English

Direct English

다이렉트 잉글리쉬

1 : 1 패키지

자유예약시스템 

수강기간 홀딩 가능

특별 패키지

자유예약시스템 
*수강기간 홀딩 불가

*일부상품은 선착순 조기마감 

취준생을 위한 영어 인터뷰 완벽 대비 

Job Interview 패키지
1:1 Interview 수업 2회 + Resume 수업 1회 
주말포함, 원하는 수업 모두 가능

실무에서 바로 쓰는 비즈니스 회화

Business 패키지
1:1 Business 수업 6회

주말 포함, 원하는 수업 모두 가능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

해피타임 패키지
1:1 수업 8회

평일 Only, 09시~18시 수업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1:2 함께더블패키지 

1:2 수업 6회

주말 포함, 원하는 수업 모두 가능

영단기 다이렉트 잉글리쉬

           Ruben                         Diana                           Mark

1:1 맞춤형 원어민 영어 회화 프로그램

230,000원
→ 174,000원

8회

24회

48회

10회

30회

96회

680,000원
→ 400,000원

420,000원
→ 355,000원

560,000원
→ 3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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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츠 캠퍼스 층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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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든 교육은
커넥츠 캠퍼스에서 시작됩니다.

커넥츠 캠퍼스 운영시간 안내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55, 

에이프로스퀘어 5/8/9/10F 

 

평일 06:00 ~ 22:00 

주말 09: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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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eton Review 

02 - 6954 -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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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신논현역

하나은행

중단기 강남학원

커넥츠 캠퍼스
영단기 강남학원/중단기 강남학원/공단기 강남학원
소리드림센터/GRE·GMAT단기/다이렉트 잉글리쉬
스콜레/프린스턴리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