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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고급 패키지 주간 스케쥴(J형)
*(mins 해당 강의의 평균 강의 시간이므로 실제 강의 시간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주차

Mon

 영화로 배우는 리
얼 중국어 어쩌다 
룸메이트 1강
(26mins)

 영화로 배우는 리
얼 중국어 어쩌다 
룸메이트 2강
(26mins)

 영화로 배우는 리
얼 중국어 어쩌다 
룸메이트 3강
(26mins)

Tue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어
쩌다 룸메이트 4
강(26mins)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어
쩌다 룸메이트 5
강(26mins)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어
쩌다 룸메이트 6
강(26mins)

Wed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어
쩌다 룸메이트 7
강(26mins)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어
쩌다 룸메이트 8
강(26mins)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어
쩌다 룸메이트 9
강(26mins)

Thu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어
쩌다 룸메이트 
10강(26mins)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어
쩌다 룸메이트 
11강(26mins)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어
쩌다 룸메이트 
12강(26mins)

Fri

 영화로 배우는 리
얼 중국어 어쩌다 
룸메이트 13강
(26mins)

 영화로 배우는 리
얼 중국어 어쩌다 
룸메이트 14강
(26mins)

2주차

Mon
 영화로 배우는 리
얼 중국어 어쩌다 
룸메이트 15강
(26mins)

 영화로 배우는 리
얼 중국어 어쩌다 

Tue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어
쩌다 룸메이트 
18강(26mins)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어

Wed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어
쩌다 룸메이트 
21강(26mins)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어

Thu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어
쩌다 룸메이트 
24강(26mins)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어

Fri
 영화로 배우는 리
얼 중국어 어쩌다 
룸메이트 27강
(26mins)

 영화로 배우는 리
얼 중국어 어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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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 16강
(26mins)

 영화로 배우는 리
얼 중국어 어쩌다 
룸메이트 17강
(26mins)

쩌다 룸메이트 
19강(26mins)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어
쩌다 룸메이트 
20강(26mins)

쩌다 룸메이트 
22강(26mins)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어
쩌다 룸메이트 
23강(26mins)

쩌다 룸메이트 
25강(26mins)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어
쩌다 룸메이트 
26강(26mins)

룸메이트 28강
(26mins)

3주차

Mon

 영화로 배우는 리
얼 중국어 어쩌다 
룸메이트 29강
(26mins)

 영화로 배우는 리
얼 중국어 어쩌다 
룸메이트 30강
(26mins)

 영화로 배우는 리
얼 중국어 어쩌다 
룸메이트 31강
(26mins)

Tue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어
쩌다 룸메이트 
32강(26mins)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어
쩌다 룸메이트 
33강(26mins)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어
쩌다 룸메이트 
34강(26mins)

Wed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어
쩌다 룸메이트 
35강(26mins)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어
쩌다 룸메이트 
36강(26mins)

 진짜 중국어 여
가생활편 1강
(26mins)

Thu

 진짜 중국어 여
가생활편 2강
(26mins)

 진짜 중국어 여
가생활편 3강
(26mins)

 진짜 중국어 여
가생활편 4강
(26mins)

Fri

 진짜 중국어 여가
생활편 5강
(26mins)

 진짜 중국어 여가
생활편 6강
(26mins)

4주차

Mon
 진짜 중국어 여가
생활편 7강
(26mins)

 진짜 중국어 여가
생활편 8강
(26mins)

 진짜 중국어 여가
생활편 9강
(26mins)

Tue
 진짜 중국어 여
가생활편 10강
(26mins)

 진짜 중국어 여
가생활편 11강
(26mins)

 진짜 중국어 여
가생활편 12강
(26mins)

Wed
 진짜 중국어 여
가생활편 13강
(26mins)

 진짜 중국어 여
가생활편 14강
(26mins)

 진짜 중국어 여
가생활편 15강
(26mins)

Thu
 진짜 중국어 여
가생활편 16강
(26mins)

 진짜 중국어 여
가생활편 17강
(26mins)

 진짜 중국어 여
가생활편 18강
(26mins)

Fri
 진짜 중국어 여가
생활편 19강
(26mins)

 진짜 중국어 여가
생활편 20강
(26mins)

 진짜 중국어 여가
생활편 21강
(26mins)

5주차

Mon

 영화로 배우는 리
얼 중국어 5일의 마
중 1강(29mins)

 영화로 배우는 리
얼 중국어 5일의 마
중 2강(29mins)

Tue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5일
의 마중 4강
(29mins)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5일

Wed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5일
의 마중 6강
(29mins)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5일

Thu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5일
의 마중 9강
(29mins)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5일

Fri

 영화로 배우는 리
얼 중국어 5일의 마
중 12강(29mins)

 영화로 배우는 리
얼 중국어 5일의 마
중 13강(29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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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로 배우는 리
얼 중국어 5일의 마
중 3강(29mins)

의 마중 5강
(29mins)

의 마중 7강
(29mins)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5일
의 마중 8강
(29mins)

의 마중 10강
(29mins)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5일
의 마중 11강
(29mins)

6주차

Mon

 영화로 배우는 리
얼 중국어 5일의 마
중 14강(29mins)

 영화로 배우는 리
얼 중국어 5일의 마
중 15강(29mins)

 영화로 배우는 리
얼 중국어 5일의 마
중 16강(29mins)

Tue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5일
의 마중 17강
(29mins)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5일
의 마중 18강
(29mins)

Wed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5일
의 마중 19강
(29mins)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5일
의 마중 20강
(29mins)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5일
의 마중 21강
(29mins)

Thu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5일
의 마중 22강
(29mins)

 영화로 배우는 
리얼 중국어 5일
의 마중 23강
(29mins)

Fri

 영화로 배우는 리
얼 중국어 5일의 마
중 24강(29mins)

 영화로 배우는 리
얼 중국어 5일의 마
중 25강(29mins)

 영화로 배우는 리
얼 중국어 5일의 마
중 26강(29mins)

7주차

Mon
 진짜 중국어 사회
생활편 1강
(24mins)

 진짜 중국어 사회
생활편 2강
(24mins)

 진짜 중국어 사회
생활편 3강
(24mins)

 진짜 중국어 사회
생활편 4강
(24mins)

Tue
 진짜 중국어 사
회생활편 5강
(24mins)

 진짜 중국어 사
회생활편 6강
(24mins)

 진짜 중국어 사
회생활편 7강
(24mins)

Wed
 진짜 중국어 사
회생활편 8강
(24mins)

 진짜 중국어 사
회생활편 9강
(24mins)

 진짜 중국어 사
회생활편 10강
(24mins)

Thu
 진짜 중국어 사
회생활편 11강
(24mins)

 진짜 중국어 사
회생활편 12강
(24mins)

 진짜 중국어 사
회생활편 13강
(24mins)

Fri
 진짜 중국어 사회
생활편 14강
(24mins)

 진짜 중국어 사회
생활편 15강
(24mins)

 진짜 중국어 사회
생활편 16강
(24mins)

8주차

Mon
 진짜 중국어 사회
생활편 17강
(24mins)

Tue
 진짜 중국어 사
회생활편 21강
(24mins)

Wed
 현지 영상으로 
배우는 상황별 
중국어 4강
(14mins)

Thu
 현지 영상으로 
배우는 상황별 
중국어 9강
(14mins)

Fri
 현지 영상으로 배
우는 상황별 중국어 
14강(14mins)



중국어 고급 패키지 주간 스케쥴(J형) 4

 진짜 중국어 사회
생활편 18강
(24mins)

 진짜 중국어 사회
생활편 19강
(24mins)

 진짜 중국어 사회
생활편 20강
(24mins)

 현지 영상으로 
배우는 상황별 
중국어 1강
(14mins)

 현지 영상으로 
배우는 상황별 
중국어 1강
(14mins)

 현지 영상으로 
배우는 상황별 
중국어 3강
(14mins)

 현지 영상으로 
배우는 상황별 
중국어 5강
(14mins)

 현지 영상으로 
배우는 상황별 
중국어 6강
(14mins)

 현지 영상으로 
배우는 상황별 
중국어 7강
(14mins)

 현지 영상으로 
배우는 상황별 
중국어 8강
(14mins)

 현지 영상으로 
배우는 상황별 
중국어 10강
(14mins)

 현지 영상으로 
배우는 상황별 
중국어 11강
(14mins)

 현지 영상으로 
배우는 상황별 
중국어 12강
(14mins)

 현지 영상으로 
배우는 상황별 
중국어 13강
(14mins)

 현지 영상으로 배
우는 상황별 중국어 
15강(14mins)

 현지 영상으로 배
우는 상황별 중국어 
16강(14mins)

 현지 영상으로 배
우는 상황별 중국어 
17강(14mins)

 현지 영상으로 배
우는 상황별 중국어 
18강(14mins)

9주차

Mon

 현지 영상으로 배
우는 상황별 중국어 
19강(14mins)

 현지 영상으로 배
우는 상황별 중국어 
20강(14mins)

 현지 영상으로 배
우는 상황별 중국어 
21강(14mins)

Tue

 프리토킹 중국어 
1강(21mins)

 프리토킹 중국어 
2강(21mins)

 프리토킹 중국어 
3강(21mins)

 프리토킹 중국어 
4강(21mins)

Wed

 프리토킹 중국어 
5강(21mins)

 프리토킹 중국어 
6강(21mins)

 프리토킹 중국어 
7강(21mins)

 프리토킹 중국어 
8강(21mins)

Thu

 프리토킹 중국어 
9강(21mins)

 프리토킹 중국어 
10강(21mins)

 프리토킹 중국어 
11강(21mins)

 프리토킹 중국어 
12강(21mins)

Fri

 프리토킹 중국어 
13강(21mins)

 프리토킹 중국어 
14강(21mins)

 프리토킹 중국어 
15강(21mins)

 프리토킹 중국어 
16강(21mins)

10주차

Mon
 프리토킹 중국어 
17강(21mins)

 프리토킹 중국어 
18강(21mins)

 프리토킹 중국어 
19강(21mins)

 프리토킹 중국어 
20강(21mins)

Tue
 프리토킹 중국어 
21강(21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듣기) 
1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듣기) 
2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듣기) 
3강(23mins)

Wed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듣기) 
4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듣기) 
5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듣기) 
6강(23mins)

Thu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듣기) 
7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듣기) 
8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듣기) 
9강(23mins)

Fri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듣기) 10강
(23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듣기) 11강
(23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듣기) 12강
(23mins)

1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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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듣기) 13강
(23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듣기) 14강
(23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듣기) 15강
(23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듣기) 16강
(23mins)

Tue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듣기) 
17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듣기) 
18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듣기) 
19강(23mins)

Wed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듣기) 
20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듣기) 
21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듣기) 
22강(23mins)

Thu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듣기) 
23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듣기) 
24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듣기) 
25강(23mins)

Fri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듣기) 26강
(23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듣기) 27강
(23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듣기) 28강
(23mins)

12주차

Mon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듣기) 29강
(23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듣기) 30강
(23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듣기) 31강
(23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독해) 1강
(23mins)

Tue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독해) 
2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독해) 
3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독해) 
4강(23mins)

Wed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독해) 
5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독해) 
6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독해) 
7강(23mins)

Thu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독해) 
8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독해) 
9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독해) 
10강(23mins)

Fri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독해) 11강
(23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독해) 12강
(23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독해) 13강
(23mins)

13주차

Mon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독해) 14강
(23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독해) 15강
(23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독해) 16강
(23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독해) 17강
(23mins)

Tue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독해) 
18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독해) 
19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독해) 
20강(23mins)

Wed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독해) 
21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독해) 
22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독해) 
23강(23mins)

Thu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독해) 
24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독해) 
25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독해) 
26강(23mins)

Fri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독해) 27강
(23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독해) 28강
(23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독해) 29강
(23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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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Mon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독해) 30강
(23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독해) 31강
(23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독해) 32강
(23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독해) 33강
(23mins)

Tue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독해) 
34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독해) 
35강(23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독해) 
36강(23mins)

Wed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쓰기) 
1강(19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쓰기) 
2강(19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쓰기) 
3강(19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쓰기) 
4강(19mins)

Thu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쓰기) 
5강(19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쓰기) 
6강(19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쓰기) 
7강(19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쓰기) 
8강(19mins)

Fri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쓰기) 9강
(19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쓰기) 10강
(19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쓰기) 11강
(19mins)

15주차

Mon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쓰기) 12강
(19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쓰기) 13강
(19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쓰기) 14강
(19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쓰기) 15강
(19mins)

Tue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쓰기) 
16강(19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쓰기) 
17강(19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쓰기) 
18강(19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쓰기) 
19강(19mins)

Wed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쓰기) 
20강(19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쓰기) 
21강(19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쓰기) 
22강(19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쓰기) 
23강(19mins)

Thu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쓰기) 
24강(19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쓰기) 
25강(19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쓰기) 
26강(19mins)

 HSK 5급 한권으
로 끝내기(쓰기) 
27강(19mins)

Fri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쓰기) 28강
(19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쓰기) 29강
(19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쓰기) 30강
(19mins)

 HSK 5급 한권으로 
끝내기(쓰기) 31강
(19mins)

16주차

Mon

 하루 8문장으로 40
일만에 끝내기 新
HSK 5급 1강
(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
일만에 끝내기 新
HSK 5급 2강
(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
일만에 끝내기 新

Tue

 하루 8문장으로 
40일만에 끝내기 
新HSK 5급 6강
(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일만에 끝내기 
新HSK 5급 7강
(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일만에 끝내기 

Wed

 하루 8문장으로 
40일만에 끝내기 
新HSK 5급 10
강(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일만에 끝내기 
新HSK 5급 11
강(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일만에 끝내기 

Thu

 하루 8문장으로 
40일만에 끝내기 
新HSK 5급 14
강(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일만에 끝내기 
新HSK 5급 15
강(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일만에 끝내기 

Fri

 하루 8문장으로 40
일만에 끝내기 新
HSK 5급 18강
(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
일만에 끝내기 新
HSK 5급 19강
(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
일만에 끝내기 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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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 5급 3강
(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
일만에 끝내기 新
HSK 5급 4강
(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
일만에 끝내기 新
HSK 5급 5강
(18mins)

新HSK 5급 8강
(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일만에 끝내기 
新HSK 5급 9강
(18mins)

新HSK 5급 12
강(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일만에 끝내기 
新HSK 5급 13
강(18mins)

新HSK 5급 16
강(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일만에 끝내기 
新HSK 5급 17
강(18mins)

HSK 5급 20강
(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
일만에 끝내기 新
HSK 5급 21강
(18mins)

17주차

Mon
 하루 8문장으로 40
일만에 끝내기 新
HSK 5급 22강
(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
일만에 끝내기 新
HSK 5급 23강
(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
일만에 끝내기 新
HSK 5급 24강
(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
일만에 끝내기 新
HSK 5급 25강
(18mins)

Tue
 하루 8문장으로 
40일만에 끝내기 
新HSK 5급 26
강(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일만에 끝내기 
新HSK 5급 27
강(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일만에 끝내기 
新HSK 5급 28
강(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일만에 끝내기 
新HSK 5급 29
강(18mins)

Wed
 하루 8문장으로 
40일만에 끝내기 
新HSK 5급 30
강(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일만에 끝내기 
新HSK 5급 31
강(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일만에 끝내기 
新HSK 5급 32
강(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일만에 끝내기 
新HSK 5급 33
강(18mins)

Thu
 하루 8문장으로 
40일만에 끝내기 
新HSK 5급 34
강(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일만에 끝내기 
新HSK 5급 35
강(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일만에 끝내기 
新HSK 5급 36
강(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일만에 끝내기 
新HSK 5급 37
강(18mins)

Fri
 하루 8문장으로 40
일만에 끝내기 新
HSK 5급 38강
(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
일만에 끝내기 新
HSK 5급 39강
(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
일만에 끝내기 新
HSK 5급 40강
(18mins)

 하루 8문장으로 40
일만에 끝내기 新
HSK 5급 41강
(18mins)

18주차

Mon
 D-3 막판 뒤집기 
특강 新HSK 5급 1
강(11mins)

 D-3 막판 뒤집기 
특강 新HSK 5급 2
강(11mins)

 D-3 막판 뒤집기 
특강 新HSK 5급 3
강(11mins)

 D-3 막판 뒤집기 
특강 新HSK 5급 4
강(11mins)

Tue
 D-3 막판 뒤집기 
특강 新HSK 5
급 7강(11mins)

 D-3 막판 뒤집기 
특강 新HSK 5
급 8강(11mins)

 新HSK 핵심 어
휘 1강(23mins)

 新HSK 핵심 어
휘 2강(23mins)

 新HSK 핵심 어
휘 3강(23mins)

Wed
 新HSK 핵심 어
휘 4강(23mins)

 新HSK 핵심 어
휘 5강(23mins)

 新HSK 핵심 어
휘 6강(23mins)

Thu
 新HSK 핵심 어
휘 7강(23mins)

 新HSK 핵심 어
휘 8강(23mins)

 新HSK 핵심 어
휘 9강(23mins)

Fri
 新HSK 핵심 어휘 
10강(23mins)

 新HSK 핵심 어휘 
11강(23mins)

 新HSK 핵심 어휘 
12강(23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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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3 막판 뒤집기 
특강 新HSK 5급 5
강(11mins)

 D-3 막판 뒤집기 
특강 新HSK 5급 6
강(11mins)

19주차

Mon

 新HSK 핵심 어휘 
13강(23mins)

 新HSK 핵심 어휘 
14강(23mins)

 新HSK 핵심 어휘 
15강(23mins)

 新HSK 핵심 어휘 
16강(23mins)

Tue

 新HSK 핵심 어
법 1강(21mins)

 新HSK 핵심 어
법 2강(21mins)

 新HSK 핵심 어
법 3강(21mins)

Wed

 新HSK 핵심 어
법 4강(21mins)

 新HSK 핵심 어
법 5강(21mins)

 新HSK 핵심 어
법 6강(21mins)

 新HSK 핵심 어
법 7강(21mins)

Thu

 新HSK 핵심 어
법 8강(21mins)

 新HSK 핵심 어
법 9강(21mins)

 新HSK 핵심 어
법 10강
(21mins)

Fri

 新HSK 핵심 어법 
11강(21mins)

 新HSK 핵심 어법 
12강(21mins)

 新HSK 핵심 어법 
13강(21mins)

20주차

Mon

 新HSK 핵심 어법 
14강(21mins)

 新HSK 핵심 어법 
15강(21mins)

 新HSK 핵심 어법 
16강(21mins)

 新HSK 핵심 어법 
17강(21mins)

Tue

 新HSK 핵심 어
법 18강
(21mins)

 新HSK 핵심 어
법 19강
(21mins)

 新HSK 핵심 어
법 20강
(21mins)

 新HSK 핵심 어
법 21강
(21mins)

Wed

 新HSK 5~6급 
보카 리우 1탄 1
강(24mins)

 新HSK 5~6급 
보카 리우 1탄 2
강(24mins)

 新HSK 5~6급 
보카 리우 1탄 3
강(24mins)

Thu

 新HSK 5~6급 
보카 리우 1탄 4
강(24mins)

 新HSK 5~6급 
보카 리우 1탄 5
강(24mins)

 新HSK 5~6급 
보카 리우 1탄 6
강(24mins)

Fri

 新HSK 5~6급 보
카 리우 1탄 7강
(24mins)

 新HSK 5~6급 보
카 리우 1탄 8강
(24mins)

 新HSK 5~6급 보
카 리우 1탄 9강
(24mins)

21주차

Mon

 新HSK 5~6급 보
카 리우 1탄 10강
(24mins)

 新HSK 5~6급 보
카 리우 1탄 11강
(24mins)

Tue

 新HSK 5~6급 
보카 리우 1탄 
13강(24mins)

 新HSK 5~6급 
보카 리우 1탄 
14강(24mins)

Wed

 新HSK 5~6급 
보카 리우 1탄 
17강(24mins)

 新HSK 5~6급 
보카 리우 1탄 
18강(24mins)

Thu

 新HSK 5~6급 
보카 리우 1탄 
20강(24mins)

 新HSK 5~6급 
보카 리우 1탄 
21강(24mins)

Fri

 新HSK 5~6급 보
카 리우 1탄 24강
(24mins)

 新HSK 5~6급 보
카 리우 1탄 25강
(24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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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HSK 5~6급 보
카 리우 1탄 12강
(24mins)

 新HSK 5~6급 
보카 리우 1탄 
15강(24mins)

 新HSK 5~6급 
보카 리우 1탄 
16강(24mins)

 新HSK 5~6급 
보카 리우 1탄 
19강(24mins)

 新HSK 5~6급 
보카 리우 1탄 
22강(24mins)

 新HSK 5~6급 
보카 리우 1탄 
23강(24mins)

 新HSK 5~6급 보
카 리우 1탄 26강
(24mins)

22주차

Mon

 新HSK 5~6급 보
카 리우 2탄 1강
(19mins)

 新HSK 5~6급 보
카 리우 2탄 2강
(19mins)

 新HSK 5~6급 보
카 리우 2탄 3강
(19mins)

 新HSK 5~6급 보
카 리우 2탄 4강
(19mins)

Tue

 新HSK 5~6급 
보카 리우 2탄 5
강(19mins)

 新HSK 5~6급 
보카 리우 2탄 6
강(19mins)

 新HSK 5~6급 
보카 리우 2탄 7
강(19mins)

 新HSK 5~6급 
보카 리우 2탄 8
강(19mins)

Wed

 新HSK 5~6급 
보카 리우 2탄 9
강(19mins)

 新HSK 5~6급 
보카 리우 2탄 
10강(19mins)

 新HSK 5~6급 
보카 리우 2탄 
11강(19mins)

 新HSK 5~6급 
보카 리우 2탄 
12강(19mins)

Thu

 新HSK 5~6급 
보카 리우 2탄 
13강(19mins)

 新HSK 5~6급 
보카 리우 2탄 
14강(19mins)

 新HSK 5~6급 
보카 리우 2탄 
15강(19mins)

 新HSK 5~6급 
보카 리우 2탄 
16강(19mins)

Fri

 新HSK 5~6급 보
카 리우 2탄 17강
(19mins)

 新HSK 5~6급 보
카 리우 2탄 18강
(19mins)

 新HSK 5~6급 보
카 리우 2탄 19강
(19mins)

 新HSK 5~6급 보
카 리우 2탄 20강
(19mins)

23주차

Mon

 新HSK 5~6급 보
카 리우 2탄 21강
(19mins)

 新HSK 5~6급 보
카 리우 2탄 22강
(19mins)

 新HSK 5~6급 보
카 리우 2탄 23강
(19mins)

 新HSK 5~6급 보
카 리우 2탄 24강
(19mins)

Tue

 新HSK 5~6급 
보카 리우 2탄 
25강(19mins)

 新HSK 5~6급 
보카 리우 2탄 
26강(19mins)

 新HSK 5~6급 
보카 리우 2탄 
27강(19mins)

Wed

 新HSK 5~6급 
보카 리우 2탄 
28강(19mins)

 新HSK 5~6급 
보카 리우 2탄 
29강(19mins)

 일단 합격 新
HSK 6급 1강
(22mins)

 일단 합격 新
HSK 6급 2강
(22mins)

Thu

 일단 합격 新
HSK 6급 3강
(22mins)

 일단 합격 新
HSK 6급 4강
(22mins)

 일단 합격 新
HSK 6급 5강
(22mins)

Fri

 일단 합격 新HSK 
6급 6강(22mins)

 일단 합격 新HSK 
6급 7강(22mins)

 일단 합격 新HSK 
6급 8강(22mins)

 일단 합격 新HSK 
6급 9강(22mins)

24주차

Mon

 일단 합격 新HSK 
6급 10강(22mins)

Tue

 일단 합격 新
HSK 6급 14강
(22mins)

Wed

 일단 합격 新
HSK 6급 17강
(22mins)

Thu

 일단 합격 新
HSK 6급 21강
(22mins)

Fri

 일단 합격 新HSK 
6급 24강(22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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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합격 新HSK 
6급 11강(22mins)

 일단 합격 新HSK 
6급 12강(22mins)

 일단 합격 新HSK 
6급 13강(22mins)

 일단 합격 新
HSK 6급 15강
(22mins)

 일단 합격 新
HSK 6급 16강
(22mins)

 일단 합격 新
HSK 6급 18강
(22mins)

 일단 합격 新
HSK 6급 19강
(22mins)

 일단 합격 新
HSK 6급 20강
(22mins)

 일단 합격 新
HSK 6급 22강
(22mins)

 일단 합격 新
HSK 6급 23강
(22mins)

 일단 합격 新HSK 
6급 25강(22mins)

 일단 합격 新HSK 
6급 26강(22mins)

25주차

Mon
 일단 합격 新HSK 
6급 27강(22mins)

 일단 합격 新HSK 
6급 28강(22mins)

 일단 합격 新HSK 
6급 29강(22mins)

 일단 합격 新HSK 
6급 30강(22mins)

Tue
 일단 합격 新
HSK 6급 31강
(22mins)

 일단 합격 新
HSK 6급 32강
(22mins)

 일단 합격 新
HSK 6급 33강
(22mins)

Wed
 일단 합격 新
HSK 6급 34강
(22mins)

 일단 합격 新
HSK 6급 35강
(22mins)

 일단 합격 新
HSK 6급 36강
(22mins)

 일단 합격 新
HSK 6급 37강
(22mins)

Thu
 일단 합격 新
HSK 6급 38강
(22mins)

 일단 합격 新
HSK 6급 39강
(22mins)

 일단 합격 新
HSK 6급 40강
(22mins)

Fri
 일단 합격 新HSK 
6급 41강(22mins)

 일단 합격 新HSK 
6급 42강(22mins)

 일단 합격 新HSK 
6급 43강(22mins)

26주차

Mon
 일단 합격 新HSK 
6급 44강(22mins)

 일단 합격 新HSK 
6급 45강(22mins)

 일단 합격 新HSK 
6급 46강(22mins)

 일단 합격 新HSK 
6급 47강(22mins)

Tue
 일단 합격 新
HSK 6급 48강
(22mins)

 일단 합격 新
HSK 6급 49강
(22mins)

 일단 합격 新
HSK 6급 50강
(22mins)

Wed
 일단 합격 新
HSK 6급 51강
(22mins)

 일단 합격 新
HSK 6급 52강
(22mins)

 D-3 막판 뒤집기 
특강 新HSK 6
급 1강(15mins)

 D-3 막판 뒤집기 
특강 新HSK 6
급 2강(15mins)

Thu
 D-3 막판 뒤집기 
특강 新HSK 6
급 3강(15mins)

 D-3 막판 뒤집기 
특강 新HSK 6
급 4강(15mins)

 D-3 막판 뒤집기 
특강 新HSK 6
급 5강(15mins)

 D-3 막판 뒤집기 
특강 新HSK 6
급 6강(15mins)

Fri
 D-3 막판 뒤집기 
특강 新HSK 6급 7
강(15mins)

 D-3 막판 뒤집기 
특강 新HSK 6급 8
강(15mins)

 D-3 막판 뒤집기 
특강 新HSK 6급 9
강(15mi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