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이도
왕초보에서 초급으로

기초를 다져요😀
다양한 문형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연습을 해요😉

실전 회화를 훈련하고
중고급 표현을 학습해요😜

상급 수준의
일본어를 구사해요😎

수강기간 1-3개월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수강 강의 리스트

NEW 왕초보 탈출 1탄 기초 말하기 10분 생활 일본어 1 면접 일본어

NEW 왕초보 탈출 2탄 실전 말하기 10분 생활 일본어 2 일본어 프리토킹

NEW 왕초보 탈출 3탄 네이티브 문장 읽기 훈련 중고급 트레이닝 비즈니스 회화 2

일본어 발음훈련 여행일본어 회화 NEW 일본어 고급회화 비즈니스 회화 3

왕초보 트레이닝 NEW 일본어 중급회화 비즈니스 회화 1 심화 문법

NEW 일본어 초급회화 마루고토 일본어 중급 고급 문법 읽어보는 일본상식

마루고토 일본어 초급 NEW 중급 문법 일본어 독해 뉴스 일본어

NEW 왕초보 문법 속성문법 일본어 작문 2 뉘앙스 일본어 2

독학 일본어 첫걸음 일본어 작문 1 이야기 일본어 1 테마 한자 1

한글 한자 자주 틀리는 일본어 1 이야기 일본어 2 테마 한자 2

드라마 속 일본어 표현 자주 틀리는 일본어 2 뉘앙스 일본어 1

기초 일본어 청취 일본어 필수어휘 1 테마 일본어

일본어 필수어휘 2 관용구 -신체편-

일본어 필수어휘 3 일본어 필수어휘 4

스토리 일본어 청취 의성어/의태어

여행일본어 단어편

중고급 일본어 청취



난이도
JLPT N5·N4 /
JPT 0~500

JLPT N3 /
JPT 500~600

JLPT N2 /
JPT 600~700

JLPT N1 /
JPT 700+

수강기간 1-3개월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수강 강의 리스트

JPT·JLPT 시험적중문법 1 JPT 550+ 독해 JPT·JLPT 시험적중문법 2 JPT 750+ 독해

JLPT N4·N5 개념완성 JPT 550+ 청해 JPT 650+ 독해 JPT 750+ 청해

진짜 한 권 N5 문자어휘/문법 JLPT N3 한 달 속성 트레이닝 JPT 650+ 청해 JLPT N1 한 달 속성 트레이닝

진짜 한 권 N5 독해/청해 시원하게 N3 문자/어휘 4시간 만에 끝내는 JPT 시원하게 N1 문자/어휘

진짜 한 권 N4 문자어휘/문법 시원하게 N3 문법 JLPT N2 한 달 속성 트레이닝 시원하게 N1 문법

진짜 한 권 N4 독해/청해 시원하게 N3 독해 시원하게 N2 문자/어휘 시원하게 N1 독해

시원하게 N3 청해 시원하게 N2 문법 시원하게 N1 청해

시원하게 N2 독해

시원하게 N2 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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