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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2개월 동시 수강시 수강료 10% 할인(단과반)
친구동반 수강시 각각 10% 할인

일본어+중국어

동영상강의 제공
지인추천 이벤트(전과목 해당)
- 첫등록인 친구는 10%할인
- 재학생인 나는 1명당 10,000 포인트

- 일본어, 중국어회화 단기대학과정 수강생 

    100% 무료 제공, 예습, 복습은 인강으로!!

 (PC에서 보고, 스마트폰 에서도 OK!!)

개강 6월  1일(목)
전문상담                        사창사거리 충북대 정문방향 도보 2분(약도참조)

www.sisacj.com

043 271 0770. .
등록시작일 4.15 인터넷 수강신청

인강신청, 강의시간표, 강의일정표, 이벤트 소식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카카오채널 추가

주차장
오픈

청주 캠퍼스 2023. 6월 시간표

2023  06 청주

시사프리미엄 강좌

1:1 레슨, 전과목

-  오직 당신만을 위한 명품 강좌, 학습목적, 스케쥴, 레벨

    기타 요구사항에 맞는 학습진행 (회화, 면접, 시험대비,,)

 

 

유학  편입  취업
교환학생  진학
워킹홀리데이

.

6/17(토),7/15
토플 모의고사
9:30~12:30

6/24(토),7/22
아이엘츠 모의고사
9:30~12:30

6/3(토),7/1
일본대학 영어전형,
EJU일본유학 설명회

iBT토플, IELTS

2개월 패키지 개설

청주 최대 외국어 전문학원
스피킹, 시험대비, 자격증

(입문, 중급, 실전 모의고사 대비)

영어, 일본어, 중국어, 편입영어

JLPT 7월 시험 대비 모의고사반

043 271 0770. .

청주



Interchange Intro

09:30 ~ 10:50 (짝)
11:00 ~ 12:20 (홀)
17:30 ~ 18:50 (홀)
19:00 ~ 20:20 (짝)
20:30 ~ 21:50 (홀)

Challenge Ice-breaking Theme Talk Free-Talking

Interchange 1 Role-Play & Discussion Debate & Discussion

기초회화, 2개월기초회화, 2개월 테마, 상황역할극, 6개월

 Elite

프리토킹기초회화 1~2개월

09:30 ~ 10:50 (짝)
11:00 ~ 12:20 (짝)
17:30 ~ 18:50 (짝)
19:00 ~ 20:20 (짝)
20:30 ~ 21:50 (짝)

09:30 ~ 10:50 ⑥
11:00 ~ 12:20 ⑥
19:00 ~ 20:20 ⑥
20:30 ~ 21:50 ⑥

09:30 ~ 10:50
11:00 ~ 12:20
19:00 ~ 20:20
20:30 ~ 21:50

고급 영어회화과정(원어민회화)

영어가
된다 알고 있는 영어에서 할 수 있는 영어로!

오랫동안 손 놓으셨다구요? 본격적인 회화의 시작!
답답하게 막히던 표현, 속시원~하게 끝!

소수정예 스피킹 수업으로
확실한 실력향상과 Clinic 까지
교차수강으로 빠지는 수업 없도록!

알고 있는 영어에서 할수 있는 영어로! 
문법부터 말하기가 자유로운 영어회화 트레이닝 과정!

영어회화과정

기초 영어회화과정

세련된 어학능력을 갖춘 선생님들이 쉽고 재미있게 가르칩니다. 

Hand

Out

Hand

Out

  Interchange 2

  말하기 표현, 4개월

09:30 ~ 10:50 ④
11:00 ~ 12:20 ④
17:30 ~ 18:50 ④
19:00 ~ 20:20 ④
20:30 ~ 21:50 ④

모든 영어의 시작, 기본기 배우기
회화 & 기초 영어 완성반

※월수금, 화목금 수강생은 여기 주목!  1) 수강신청 전 수업일정표 달력 확인 후 본인 수강요일 확인!  2) 월수금, 화목금 수업에서 금요일 수업은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청주 유일 세분화된 토플과정
1:1 첨삭지도, 실력별 집중강좌토플 과정

TOEFL 70+ 목표반

새롭게 시행된 NEW TOEFL iBT 완벽대비

월수금 11:00 ~ 12:20 SW
화목금 11:00 ~ 12:20 RL
월수금 20:30 ~ 21:50 SW
화목금 20:30 ~ 21:50 RL

월10회 2개월완성

TOEFL 80~90+ (실전) 

New 해커스 토플 Intermediate

시원스쿨 토플 80+

TOEFL 입문

※ 2개월 순환과정 전반부 (홀) 후반부 (짝) 홀짝 동시수강시 1개월완성  ※ 띰톡 6개월 순환과정 ①②③④⑤⑥

수준별 첨삭지도

2개월
과정

화목금 월수금

4개월
과정

1개월
완성

2개월
과정

   월20회 1개월완성

월수금 09:30 ~ 10:50 SW
화목금 09:30 ~ 10:50 RL
월수금 17:30 ~ 18:50 RL
월수금 19:00 ~ 20:20 SW

월10회 2개월완성

1개월
완성

2개월
과정

전타임
교차수강 가능

Hand

Out

Hand

Out

2개월
과정

Hand

Out

Hand

Out
Hand

Out

Hand

Out

2개월
순환

※ 2개월 순환과정 전반부 (홀) 후반부 (짝) ※ RL / SW 동시수강시 1개월완성 

입문 1개월 + 70반 1개월
1개월 패키지 
개인별 SW 첨삭지도

2개월만에
토플70+ 취득

해커스 토플 엑츄얼 테스트

월수금 화목금 화목금

13:00~16:00 New-bie (짝)
09:30~12:30 Challenge (짝)
09:30~12:30 Ice-breaking (짝)
09:30~12:30 Free-tallking

토요집중반(회화)

New-bie

Speaking, Grammar

09:30 ~ 10:50 (짝) 

11:00 ~ 12:20 (홀) 

17:30 ~ 18:50 (짝)

19:00 ~ 20:20 (홀)

20:30 ~ 21:50 (짝)

월수금

Hand

Out

Hand

Out

2개월
완성

토요일 3시간 월4회
1개월
완성

“초급자를 위한 파닉스,
패턴영어, 롤플레잉 연습”

스피킹그래머 1~2개월

6개월
과정

12:30 ~ 14:20  종합(짝)

매일반 월20회 2개월완성
2개월
완성

월수금 12:30 ~ 14:20 RL(짝)
화목금 12:30 ~ 14:20 SW(짝)

월10회 2개월 순환과정

매일반 09:30 ~ 10:50 종합
월수금 17:30 ~ 20:20 종합

매일반 09:30 ~ 10:50 종합
월수금 17:30 ~ 20:20 종합

2개월
패키지

11:00 ~ 12:20 종합
20:30 ~ 21:50 종합

매일반 월20회 1개월완성
1개월
완성

IELTS 7.0+ 목표반

아이엘츠 과정

IELTS 5.5+ 목표반

종합반 (RLSW) 5.5~6.5 실전 문제풀이 (7.0+)

※ 2개월 순환과정 전반부 (홀) 후반부 (짝) ※ RL / SW 동시수강시 1개월완성 

2개월
과정

해커스 IELTS Baisc

화목금 17:30 ~ 18:50 SW
화목금 19:00 ~ 20:20 RL

월10회 2개월완성

IELTS 입문

영역별 목표 달성 단기 완성반 유학, 이민, 편입, 워킹홀리데이
소수정예,실력별 맞춤강의

Cambridge IELTS

개념/기초

입문 1개월 + 5,5+ 1개월
2개월 패키지 
개인별 SW 첨삭지도

2개월만에
IELTS 5.5+ 취득 2개월

순환
화목금 11:00 ~ 12:20 (15)
월수금 17:30 ~ 18:50 (15)

월10회 2개월 순환과정
 월20회 1개월완성

월수금 09:30 ~ 10:50 SW
화목금 09:30 ~ 10:50 RL
월수금 17:30 ~ 18:50 RL
월수금 19:00 ~ 20:20 SW

월10회 2개월완성

1개월
완성

2개월
과정

2개월
패키지

화목금 17:30 ~ 20:20 종합

 2교시 월20회 1개월완성1개월
완성



입뽀입뽀 Basic ①

09:30 ~ 10:50
11:00 ~ 12:20
17;30 ~ 18:50
19:00 ~ 20:20
20:30 ~ 21:50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원어민 프리토킹

입뽀입뽀 Basic ② 입뽀입뽀 Basic ③ 입뽀입뽀 Basic ④ 페라페라 Native ①②③④ 자체교재

1개월 1개월 1개월 4개월 순환과정1개월

09:30 ~ 10:50
11:00 ~ 12:20
17;30 ~ 18:50
19:00 ~ 20:20
20:30 ~ 21:50

09:30 ~ 10:50
11:00 ~ 12:20
17;30 ~ 18:50
19:00 ~ 20:20
20:30 ~ 21:50

09:30 ~ 10:50
11:00 ~ 12:20
17;30 ~ 18:50
19:00 ~ 20:20
20:30 ~ 21:50

09:30 ~ 10:50 (월) ①
11:00 ~ 12:20 (월) ④

11:00 ~ 12:20
19:00 ~ 20:20
20:30 ~ 21:50

네이티브 회화 (4개월과정)

히라가나, 가타카나부터 일상회화까지
JLPT N3, N2 문제풀이반 입문을위한 준비과정

시사일본어 회화, 문법 4개월완성반

월수금 월수금 월수금/화목금 화목금화목금화목금

충북 최고 일본어학원! 시사일본어학원 청주 캠퍼스
기초회화 4개월, 네이티브4개월, 프리토킹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마트폰 인강

월10회 하루 1시간20분 수업으로
수준별 실력에 따라 9단계

세분화한 과정, 교차수강 가능
일본어단기대학과정

일본어 첫걸음 (4개월과정/JLPT, EJU준비반)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강자를

위한 코스

발음/속도 적응
상황별 의사표현

청취 훈련

다양한 매체
다양한 분야

자유 주제토론

※월수금, 화목금 수강생은 여기 주목!  1) 수강신청 전 수업일정표 달력 확인 후 본인 수강요일 확인!  2) 월수금, 화목금 수업에서 금요일 수업은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넘볼 수 없는 실력의 차이를 경험하라!

일본어집중반

4개월 정규과정을
1개월 또는 2개월에 마스터! 

1~2개월 완성

(※1단계 수강시 4단계까지 요일 변경 없음, 담임제)

영어 기초회화 과정

EJU 일본어 기본 EJU 일본어 심화 EJU 이과(수학Ⅱ,화학,생물,물리)

(일본유학시험 대비반)

영어 기초회화 과정

JLPT N1 JLPT N3 초중급 독해

일본어 독해일본어 JLPT 과정 (일본어능력시험반)

13:00 ~ 16:00 토요일
(3:1 레슨)

월4회

화목금 20:30 ~ 21:50 ②
토요일 13:00 ~ 16:00 ②

4개월과정

17:30 ~ 20:20

월수금 월10회

일본대학 EJU 진학코스

17:30 ~ 20:20

월수금 월10회

일본어 문법

1개월 문법 총정리

※ 한자반 월 20회 4개월 순환과정 ①②③④ 

EJU 종합과목

인강
제공

긴문장에대한 두려움은 잊어라!!

09:30 ~ 12:30 수학Ⅰ
          개념/실전

토요일 월4회

초중급 한자

일본어 한자

토요 09:30 ~ 12:30 ④ 

4개월 순환과정

JLPT, EJU 수험생을위한!
일본어 상용한자반

화목금
20:30 ~ 21:50

월수금 월10회

JLPT N2나 N3를 준비하면서
기본문법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
네이티브회화 들어가기 전단계

문법총정리
1개월완성!

전타임
교차수강 가능

20:30 ~ 21:50 화목금

월10회

JLPT N2

Hand

Out

Hand

Out한자노트
무료증정

무료
동영상
강의

1:1 레슨시간협의 60분 8회 

일본대학 지망이유서

전타임
교차수강 가능

오사카대, 동경공업대, 릿쿄대, 오사카예술대, 치과대학 합격자 배출!

내신 5~6등급의 학생들도 EJU 성적만으로 일본의 최상위권 대학에 다수 입학할 정도로, 
일본 대학 지원 시 고등학교 내신성적은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의 취업률도 높다는 사실!!
EJU시험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청주 시사어학원에 문의주세요.

내신 걱정 없는 일본 명문대 진학!

일본 사립대, 국립대, 예술대, 아트학교, 조리,제과학교

17:30 ~ 18:50 개념

EJU 수학

 

8명
정원

화목금 월10회

09:30 ~ 10:50
11:00 ~ 12:20
17:30 ~ 18:50

매일반 월20회

입뽀입뽀 집중반

11:00 ~ 12:20
17:30 ~ 18:50

매일반 월20회

페라페라 집중반

시간협의

1:1 레슨

일본어 JPT 과정

1:1 레슨시간협의 60분 8회 

면접대비

1:1 레슨시간협의 60분 8회 

소논문

본고사대비

13:00 ~ 16:00 실전

토요일 월4회

대학정규과정의 완성도 높은 교육방식으로
단기간에 일본어기초를 완성하는
시사일본어학원 대표 어학 프로그램!입니다.

기초부터 회화, 시험까지!
입뽀입뽀로 시작하세요!

일본어 선생님과의 ‘
100% 일본어수업으로 회화에
자심감이 붙는다!

원어민처럼
품격있는 일본어를 구사

(※월수금 1, 4단계 화목금 2, 4단계 )

19:00 ~ 20:20 월수금

19:00 ~ 20:20 (화) ②
20:30 ~ 21:50 (화) ④

월10회

화목금 20:30 ~ 22:00 수학Ⅱ 
화목금 18:50 ~ 20:20 화학
화목금 20:30 ~ 22:00 물리
일요일 09:00 ~ 12:50 생물

온라인 수업

1:1 레슨시간협의 60분 8회 

기술

매월 첫째주 토요일 설명회

2024~2026년
입학 준비생 모집 

토 13:00~15:00

2개월
과정

2개월
과정

오전반 오후반

1개월 초단기완성

14:00 ~16:40  ①②③④

교재 + MP3 + 인강 제공

JLPT 1개월 초단기과정
(N1, N2, N3, N4)

합격률 1위! 수강생 1위!
숫자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14:00 ~16:40  

매일반 월20회



영어
오전반 09:30 ~ 12:30
오후반 13:00 ~ 16:00

※ 토요일 3시간 월 4회 수업

월4회 하루 3시간 수업
과목에따라  오전, 오후수업으로 구분됩니다.

토요집중반
주중반과 동일한 커리큘럼~ 토요일에 집중마스터하기! 

토요반도 시사가 책임진다!

일본어기초 1,2,3,4단계, 한자 (오전)

일본어 네이티브 5,6,7,8단계 (오전)
프리토킹 (오전)

일본어
오전반 09:30 ~ 12:30
오후반 13:00 ~ 16:00

※ 토요일 3시간 월 4회 수업
원어민 네이티브 회화
(09:30 ~ 12:30)

수학, 화학, 생물, 물리 (오전/오후)

EJU실전, 종합과목 (13:00~16:00)EJU
일본유학시험 대비반

올인원 기초회화 
09:30 ~ 12:30
13:00 ~ 16:00

일본어독해 (오후)   JLPT N1 (오후)

수학 커리큘럼

영어 커리큘럼

해커스 공식집

기초수학

1월 2월

해커스 미분학Ⅰ

기초수학 · 미적분Ⅰ

3월 4월

해커스 미적분학Ⅱ

미적분Ⅰ· 미적분Ⅱ

5월 6월

해커스 선형대수학

미적분Ⅱ· 선형대

7월 8월

해커스 공업수학

선형대·공업수학

9월 10월

상위권 기출 · 핸드아웃

공업수학·파이널

11월 12월

능률 보카 · 해커스 리딩

해커스 그래머 · 해커스 구문

기초영어

1월 2월

기초·기본

3월 4월

기본· 심화

5월 6월

심화· 실전

7월 8월

실전·기출

9월 10월

기출·파이널

11월 12월

해커스 보카 · 편머리 독해

편머리 논리 · 편머리 문법

보카 바이블 · 편머리 독해

편머리 논리 · 편머리 문법

보카 바이블 · 편머리 독해

편머리 논리 · 편머리 문법
시사 빨간책 · 편머리 기출 시사 빨간책 · 상위권 기출

시사 편입 과정 베테랑 강사가 1:1 멘토링부터 학습플랜까지 책임집니다.
학업계획서, 자소서, 면접까지 책임지는 시사 프리미엄 클래스매우 어려운 편입영어 이제 시사가 책임집니다. 

달라진 편입! 시사에서 함께하면 합격합니다.

청주 유일의 프리미엄 편입 클래스로 다가갑니다. 목금반

목금 1:1 멘토링 레슨

HSK 3급 (13:00~16:00)

중국어 입문 (09:30~12:30)중국어
입문, HSK

보시사 빨간책 · 편머리 기출

11월 12월

상위권 기출 · 핸드아웃

11월 12월

미적분Ⅰ·미적분Ⅱ 

해커스 미적분학 Ⅱ 

보카 바이블 · 편머리 독해

편머리 논리 · 편머리 문법

5월 6월

기본·심화

5월 6월

STEPⅠ- ①

영어 기초회화 과정

입문반 3급 목표반 6급 목표반

HSK PT 3급 HSK PT 6급

중국어 HSK 과정 (3:1 레슨)

시사 중국어과정

중국어 입문

4급 목표반

HSK PT 4급

HSK합격을 위한 종합반, 실전반 운영
무료동영상 강의 제공

예습/복습/결석시 활용하자!

무료
동영상
강의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에 빛나는 검증된 강의

국내 유일 시사중국어 집중 트레이닝 과정

월10회 1달완성
(3:1 레슨)

09:30 ~ 10:50 화목금
19:00 ~ 20:20 화목금

종합반 월10회 2달완성

11:00 ~ 12:20 화목금(짝)

12:30 ~ 13:50 화목금(짝)

20:30 ~ 21:50 화목금(짝)

종합반 월10회 2달완성

09:30 ~ 10:50 화목금(짝)

20:30 ~ 21:50 화목금(짝)

종합반 월10회 2달완성

인강
제공

3명
정원

합격률 1위! 수강생 1위! 

숫자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성조부터 시작해서 한달 만에 HSK 3급취득
중국어 기초를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하게
600개의 필수어휘 암기

어휘와 어순으로 HSK 4급을 가뿐하게 정리
듣기, 독해, 쓰기 영역별 문제유형 파악 및
실전감각 익히기

개인별 맞춤 피드백으로 약점 완벽 보완
초단기 합격을 위해 준비된 실전 모의고사로
반복 트레이닝회화, HSK 밀착관리 레슨

개인별 맞춤 피드백으로
약점 보완 (시간 협의)

중국어 회화,
HSK 1:1레슨

5급 목표반

HSK PT 5급

11:00 ~ 12:20 월수금(짝)

20:30 ~ 21:50 월수금(짝)

종합반 월10회 2달완성

09:30 ~ 10:50 월수금(짝)

12:30 ~ 13:50 월수금(짝)

19:00 ~ 20:20 월수금(짝)

新HSK5급(220점이상)을 쥐득하신 분 대상!  
新HSK6급취득, 新HSK1~6급
5,000단어 암기



김희관 윤리예Tony 토모미서소영LouisCindy

수업일정
6월 개강 6/1일(목)
토요반 개강 : 6월 3일(토)

청주 / 시사어학원

>
월·수·금반> 화·목·금반>

※ 국경일(휴무일)이 있어도 매일반은 매월 20일, 주3일반은 매월 10일, 토요반은 매월 4일 수업을 엄수합니다.

수강신청시작

+ 매일반(주5일)>

조기등록 마감일

서원구 사직대로 98 (사창동 151-10) 2층, 3층, 4층

043 271 0770. .

EJU설명회

아스카 지몽아

IELTS 공식 온라인 모의고사

- 시험일 매월 4째주  토요일 09:30 ~ 12:30 (응시료 : 6만원)

- IELTS Progress Check는 온라인 모의 테스트로, 본 시험 전

   응시자들이 실제에 가까운 실력 체크와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IELTS 주관사와 Cambridge에 의해 공동 개발되었습니다.

수강생 전용 주차장 오픈

일본대학

EJU 일본 유학설명회

2개월 동시수강시 2만원할인

3개월 등록시 1개월무료

-  영어회화, 일본어회화 3개월 등록시 1개월 무료 (18만원할인)

    2개월 동시수강시 10%할인 (최대2만원 할인)

    조기등록 1만원 할인

    ※ 전과정 중복할인 불가

- 일본 대학 지원 시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안됨
  진학상담, 진학상담 1:1 진학관리, 비자지원

 - 시사어학원 전용 주차장 : MG새마을금고 옆 렌트카 주차장 

 - 주중반 이용시간: 오후 18시 ~ 22시

 - 토요반 이용시간: 오전  9시30분 ~ 오후 12시30분

   (주중 오전 수업 수강생은 학원 앞 주차장을 이용해주세요.)

 - 월마다 발급하는 수강증에 주차 도장을 받은 후 이용가능

(약 1주일 이내 밴드 스코어 확인)

모의시험시험

토플 iBT모의테스트

TOEFL 실제 응시 점수와의 차이(평균) +- 4.5

- TOEFL 실제 응시 점수와의 차이(평균) +- 4.5

- 본 테스트는 R,L 자동채점 수업 종료후 바로 확인 가능

   (S,W 수동채점 3~4일 이내에 확인 가능)

- 스크립트 & 오디오 제공

- 채점 분별력 : 22점 이상 학생들이 점수가 결과가 명확함

※ 응시료 50,000원 / 소강의실 1인 1실 사용 (코로나 대응)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전09:30 ~ 12:30

본인의 현재, 토플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해보실 수 있는 기회!

Paul

(국립대, 사립대, 전문학교, 의과대, 치의대)

청주고 국민은행

다이소

사창사거리충대사거리

MG새마을금고충대정문

재미슨빌딩

주차장(오토렌트카)

※ 오후 6시 이전 학원 앞 주차장 이용, 6시 이후 오토렌트카 주차장 이용가능

사물함 이용  개강일로부터 선착순으로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하여 사용 가능 자습실  수강생이면 누구나 무료 이용 가능 (오전09:30 ~ 오후9:30)

주차장
오픈

행사
일정

김정진April May

SUN MON TUE WED THU FRI SAT7월

토요반 종강

토요반 개강

9

16

23 29

141312

1918

25

10 11

17

15

20 21

24

22

72 3 4 5 6 8

1

7월 개강

※7/3일 월수금반(매일반), 4일 화목금반 개강, 7/1일 토요반 개강

26 27 28 29

30
/

7월 종강

토요반

토요반

7/1(토) EJU일본유학 설명회
7/1(토) 일본대학 영어전형 설명회
7/1(토) 일본치바대학 약학과 입학설명회
7/15(토) 토플 모의테스트
7/15(토) 텍사스주립대 특별전형  입학 설명회
7/15(토) 편입영어 특강 & 레벨테스트
7/22(토) IDP IELTS 온라인 공식 모의고사

행사
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5월

토요반 종강

토요반

14

21

28 27

191817

2423

30

15 16

22

20

25 26

29 3/3 3/4

27

127 8 9 10 11

※5/1일 월수금반(매일반), 2일 화목금반 개강, 6일 토요반 개강

토요반

5월 종강

13

653 4

토요반 개강

토요반 종강

5월 개강

1 2

31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강사연구일

5/6(토) EJU일본유학 설명회
5/6(토) 일본대학 영어전형 설명회
5/6(토) 일본치바대학 약학과 입학설명회
5/20(토) 토플 모의테스트
5/20(토) 텍사스주립대 특별전형  입학 설명회
5/20(토) 편입영어 특강 & 레벨테스트
5/27(토) IDP IELTS 온라인 공식 모의고사

행사
일정 6/3(토) EJU일본유학 설명회

6/3(토) 일본대학 영어전형 설명회
6/3(토) 일본치바대학 약학과 입학설명회
6/17(토) 토플 모의테스트
6/17(토) 텍사스주립대 특별전형  입학 설명회
6/17(토) 편입영어 특강 & 레벨테스트
6/24(토) IDP IELTS 온라인 공식 모의고사

SUN MON TUE WED THU FRI SAT6월

토요반

11

18

25

161514

21

28

20

27

12 13

19

17

22 23

26 29 30

24

94 5 6 7 8

※6/1일 화목금(매일반), 2일 월수금반 개강, 3일 토요반 개강

토요반 개강

10

현충일

3211/31 1

토요반

1/30

6월 종강

1

6월 개강

토요반 종강

강사연구일



유학, 교환학생, 취업

이민. 워킹홀리데이

토플, 아이엘츠 1위

토 플

아이엘츠

TOEFL        
IELTS

vs

입문, 기초, 중급, 실전문제풀이반

www.sisacj.com

실력별 집중강좌

청주



IELTS는 응시자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평가할 수 있는
국제 공인영어 시험입니다.
www.ieltskorea.org



특별할인 이벤트

4 급

3개월 패키지, 단과 등록 가능

D
ISC

O
U

N
T

............패키지
>3 급

=
1개월1개월 3 개월

5 급

1개월
>



청주캠퍼스 043)271－0770    종로캠퍼스 02)736－1582   02)강남캠퍼스 570－4411   02)신촌캠퍼스 313－1582

<릿쿄대학> 임*은 수강생

<교토산업대학> 조*훈 수강생

<테이쿄대학> 배*아 수강생

<오사카대학> 오*휘 수강생

<가나가와치과대학> 박*솔 수강생

<교토조형대학> 조*정 수강생

<칸사이가꾸인대학> 손*형 수강생

<조시비미술대학> 이*민 수강생

<문화학원대학> 김*서 수강생

 

시사일본어학원 청주캠퍼스

일본대학 합격자
청주시사 합격자! 축하드립니다~

<메이지대학> 이*수 수강생

<오사카예술대학> 박*은 수강생

<도시샤대학> 정*호 수강생

<릿쿄대학> 정*채 수강생

<센슈대학> 오*빈 수강생

<타마미대> 이*유민 수강생

<토카이대학> 박*학 수강생

<토우아대학> 홍*호 수강생

<나가사키국제대학> 권*탁 수강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