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렌치마스터

중급�프리패스�학습플랜
DELF�B1�-�B2�합격목표

10개월

중급�문법�1탄�OT,�1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1탄�OT,�1강

중급�문법�1탄�2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1탄�2강

중급�문법�1탄�3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1탄�3강

중급�문법�1탄�4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1탄�4강

중급�문법�1탄�5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1탄�5강

중급�문법�1탄�6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1탄�6강

중급�문법�1탄�7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1탄�7강

중급�문법�1탄�8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1탄�8강

중급�문법�1탄�9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1탄�9강

중급�문법�1탄�10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1탄�10강�(완강)

중급�문법�1탄�11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2탄�1강

중급�문법�1탄�12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2탄�2강

중급�문법�1탄�13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2탄�3강

중급�문법�1탄�14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2탄�4강

중급�문법�1탄�15강�(완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2탄�5강

중급�문법�2탄�1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2탄�6강

중급�문법�2탄�2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2탄�7강

중급�문법�2탄�3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2탄�8강

중급�문법�2탄�4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2탄�9강

중급�문법�2탄�5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2탄�10강�(완강)

주간�복습�및�암기

주간�복습�및�암기

주간�복습�및�암기

주간�복습�및�암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월1개월 화 수 목 금 토/일

중급�문법�2탄�6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3탄�1강

중급�문법�2탄�7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3탄�2강

중급�문법�2탄�8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3탄�3강

중급�문법�2탄�9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3탄�4강

중급�문법�2탄�10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3탄�5강

중급�문법�2탄�11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3탄�6강

중급�문법�2탄�12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3탄�7강

중급�문법�2탄�13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3탄�8강

중급�문법�2탄�14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3탄�9강

중급�문법�2탄�15강�(완강!)�

내가�찾던�어휘와�표현�3탄�10강�(완강!)

중급�문법�3탄�1강�

시사�독해와�어휘�1탄�OT,�1강

중급�문법�3탄�2강�

시사�독해와�어휘�1탄�2강

중급�문법�3탄�3강�

시사�독해와�어휘�1탄�3강

중급�문법�3탄�4강�

시사�독해와�어휘�1탄�4강

중급�문법�3탄�5강�

시사�독해와�어휘�1탄�5강

중급�문법�3탄�6강�

시사�독해와�어휘�1탄�6강

중급�문법�3탄�7강�

시사�독해와�어휘�1탄�7강

중급�문법�3탄�8강�

시사�독해와�어휘�1탄�8강

중급�문법�3탄�9강�

시사�독해와�어휘�1탄�9강

중급�문법�3탄�10강�(완강!)�

시사�독해와�어휘�1탄�10강

주간�복습�및�암기

주간�복습�및�암기

주간�복습�및�암기

주간�복습�및�암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월2개월 화 수 목 금 토/일

DELF�B1�청취�신유형�
학습가이드,�1강�

시사�중급�작문�2탄�4강

DELF�B1�청취�신유형�2강�

시사�중급�작문�2탄�5강

DELF�B1�청취�신유형�3강�

시사�중급�작문�2탄�6강

DELF�B1�청취�신유형�4강�

시사�중급�작문�2탄�7강

DELF�B1�청취�신유형�5강�

시사�중급�작문�2탄�8강

DELF�B1�청취�신유형�6강�

시사�중급�작문�2탄�9강

DELF�B1�청취�신유형�7강�

시사�중급�작문�2탄�10강

DELF�B1�청취�신유형�8강�

시사�중급�작문�2탄�11강

DELF�B1�청취�신유형�9강�

시사�중급�작문�2탄�12강�(완강)

DELF�B1�청취�신유형�10강�

시사�중급�작문�3탄�OT,�1강

DELF�B1�청취�신유형�11강�

시사�중급�작문�3탄�2강

DELF�B1�청취�신유형�12강�

시사�중급�작문�3탄�3강

DELF�B1�청취�신유형�13강�

시사�중급�작문�3탄�4강

DELF�B1�청취�신유형�14강�

시사�중급�작문�3탄�5강

DELF�B1�청취�신유형�15강�(완강)�

시사�중급�작문�3탄�6강

DELF�B1�독해�신유형�1강�

시사�중급�작문�3탄�7강

DELF�B1�독해�신유형�2강�

시사�중급�작문�3탄�8강

DELF�B1�독해�신유형�3강�

시사�중급�작문�3탄�9강

DELF�B1�독해�신유형�4강�

시사�중급�작문�3탄�10강

DELF�B1�독해�신유형�5강�

시사�중급�작문�3탄�11강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월4개월 화 수 목 금 토/일

주간�복습�및�암기�

DELF�B1�시험공부

주간�복습�및�암기�

DELF�B1�시험공부

주간�복습�및�암기�

DELF�B1�시험공부

주간�복습�및�암기�

DELF�B1�시험공부

DELF�B1�독해�신유형�6강�

시사�중급�작문�3탄�12강(완강)

DELF�B1�독해�신유형�7강�

DELF�B1�작문�신유형�1강

DELF�B1�독해�신유형�8강�

DELF�B1�작문�신유형�2강

DELF�B1�독해�신유형�9강�

DELF�B1�작문�신유형�3강

DELF�B1�독해�신유형�10강�

DELF�B1�작문�신유형�4강

DELF�B1�독해�신유형�11강�

DELF�B1�작문�신유형�5강

DELF�B1�독해�신유형�12강�

DELF�B1�작문�신유형�6강

DELF�B1�독해�신유형�13강�

DELF�B1�작문�신유형�7강

DELF�B1�독해�신유형�14강�

DELF�B1�작문�신유형�8강

DELF�B1�독해�신유형�15강�(완강)�

DELF�B1�작문�신유형�9강

DELF�B1�구술�신유형�1강�

DELF�B1�작문�신유형�10강

DELF�B1�구술�신유형�2강�

DELF�B1�작문�신유형�11강

DELF�B1�구술�신유형�3강�

DELF�B1�작문�신유형�12강

DELF�B1�구술�신유형�4강�

DELF�B1�작문�신유형�13강

DELF�B1�구술�신유형�5강�

DELF�B1�작문�신유형�14강

DELF�B1�구술�신유형�6강�

DELF�B1�작문�신유형�15강�(완강)
DELF�B1�구술�신유형�7강,�8강� DELF�B1�구술�신유형�9강,�10강 DELF�B1�구술�신유형�11강,�12강 DELF�B1�구술�신유형�13강,�14강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월5개월 화 수 목 금 토/일

주간�복습�및�암기�

DELF�B1�시험공부

주간�복습�및�암기�

DELF�B1�시험공부

주간�복습�및�암기�

DELF�B1�시험공부

주간�복습�및�암기�

DELF�B1�시험공부

DELF�B1�구술�신유형�15강�(완강)�

DELF�B1�시험�공부
DELF�B1�시험�공부 DELF�B1�시험�공부 DELF�B1�시험�공부 DELF�B1�시험�공부

시사�독해와�어휘�2탄�1강�

시사�청취를�부탁해�2탄�1강

시사�독해와�어휘�2탄�2강�

시사�청취를�부탁해�2탄�2강

시사�독해와�어휘�2탄�3강�

시사�청취를�부탁해�2탄�3강

시사�독해와�어휘�2탄�4강�

시사�청취를�부탁해�2탄�4강

시사�독해와�어휘�2탄�5강�

시사�청취를�부탁해�2탄�5강

시사�독해와�어휘�2탄�6강�

시사�청취를�부탁해�2탄�6강

시사�독해와�어휘�2탄�7강�

시사�청취를�부탁해�2탄�7강

시사�독해와�어휘�2탄�8강�

시사�청취를�부탁해�2탄�8강

시사�독해와�어휘�2탄�9강�

시사�청취를�부탁해�2탄�9강

시사�독해와�어휘�2탄�10강�

시사�청취를�부탁해�2탄�10강

시사�독해와�어휘�2탄�11강�

시사�청취를�부탁해�2탄�11강

시사�독해와�어휘�2탄�12강�

시사�청취를�부탁해�2탄�12강

시사�독해와�어휘�2탄�13강�

시사�청취를�부탁해�2탄�13강

시사�독해와�어휘�2탄�14강�

시사�청취를�부탁해�2탄�14강

시사�독해와�어휘�2탄�15강�(완강)�

시사�청취를�부탁해�2탄�15강

주간�복습�및�암기�

DELF�B1�시험

주간�복습�및�암기

주간�복습�및�암기

주간�복습�및�암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월6개월 화 수 목 금 토/일

시사�독해와�어휘�3탄�1강�

시사�청취를�부탁해�2탄�16강

시사�독해와�어휘�3탄�2강�

시사�청취를�부탁해�2탄�17강

시사�독해와�어휘�3탄�3강�

시사�청취를�부탁해�2탄�18강

시사�독해와�어휘�3탄�4강�

시사�청취를�부탁해�2탄�19강

시사�독해와�어휘�3탄�5강�

시사�청취를�부탁해�2탄�20강�(완강)

시사�독해와�어휘�3탄�6강�

시사�청취를�부탁해�3탄�1강

시사�독해와�어휘�3탄�7강�

시사�청취를�부탁해�3탄�2강

시사�독해와�어휘�3탄�8강�

시사�청취를�부탁해�3탄�3강

시사�독해와�어휘�3탄�9강�

시사�청취를�부탁해�3탄�4강

시사�독해와�어휘�3탄�10강�

시사�청취를�부탁해�3탄�5강

시사�독해와�어휘�3탄�11강�

시사�청취를�부탁해�3탄�6강

시사�독해와�어휘�3탄�12강�

시사�청취를�부탁해�3탄�7강

시사�독해와�어휘�3탄�13강�

시사�청취를�부탁해�3탄�8강

시사�독해와�어휘�3탄�14강�

시사�청취를�부탁해�3탄�9강

시사�독해와�어휘�3탄�15강�(완강)�

시사�청취를�부탁해�3탄�10강

비즈니스�프랑스어�OT,�1강�

시사�청취를�부탁해�3탄�11강

비즈니스�프랑스어�2강�

시사�청취를�부탁해�3탄�12강

비즈니스�프랑스어�3강�

시사�청취를�부탁해�3탄�13강

비즈니스�프랑스어�4강�

시사�청취를�부탁해�3탄�14강

비즈니스�프랑스어�5강�

시사�청취를�부탁해�3탄�15강
주간�복습�및�암기

주간�복습�및�암기

주간�복습�및�암기

주간�복습�및�암기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월7개월 화 수 목 금 토/일

비즈니스�프랑스어�6강�

시사�청취를�부탁해�3탄�16강

비즈니스�프랑스어�7강�

시사�청취를�부탁해�3탄�17강

비즈니스�프랑스어�8강�

시사�청취를�부탁해�3탄�18강

비즈니스�프랑스어�9강�

시사�청취를�부탁해�3탄�19강

비즈니스�프랑스어�10강�

시사�청취를�부탁해�3탄�20강�(완강)

비즈니스�프랑스어�11강�

시사�청취를�부탁해�4탄�1강

비즈니스�프랑스어�12강�

시사�청취를�부탁해�4탄�2강

비즈니스�프랑스어�13강�

시사�청취를�부탁해�4탄�3강

비즈니스�프랑스어�14강�

시사�청취를�부탁해�4탄�4강

비즈니스�프랑스어�15강�(완강)�

시사�청취를�부탁해�4탄�5강

DELF�B2�청취�1강�

시사�청취를�부탁해�4탄�6강

DELF�B2�청취�2강�

시사�청취를�부탁해�4탄�7강

DELF�B2�청취�3강�

시사�청취를�부탁해�4탄�8강

DELF�B2�청취�4강�

시사�청취를�부탁해�4탄�9강

DELF�B2�청취�5강�

시사�청취를�부탁해�4탄�10강

DELF�B2�청취�6강�

시사�청취를�부탁해�4탄�11강

DELF�B2�청취�7강�

시사�청취를�부탁해�4탄�12강

DELF�B2�청취�8강�

시사�청취를�부탁해�4탄�13강

DELF�B2�청취�9강�

시사�청취를�부탁해�4탄�14강

DELF�B2�청취�10강�

시사�청취를�부탁해�4탄�15강

주간�복습�및�암기

DELF�B2�시험공부

주간�복습�및�암기

DELF�B2�시험공부

주간�복습�및�암기

주간�복습�및�암기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월8개월 화 수 목 금 토/일

DELF�B2�청취�11강�

시사�청취를�부탁해�4탄�16강

DELF�B2�청취�12강�

시사�청취를�부탁해�4탄�17강

DELF�B2�청취�13강�

시사�청취를�부탁해�4탄�18강

DELF�B2�청취�14강�

시사�청취를�부탁해�4탄�19강

DELF�B2�청취�15강�(완강!)�

시사�청취를�부탁해�4탄�20강�(완강)

DELF�B2�독해�1강�

DELF�B2�작문�1강

DELF�B2�독해�2강�

DELF�B2�작문�2강

DELF�B2�독해�3강�

DELF�B2�작문�3강

DELF�B2�독해�4강�

DELF�B2�작문�4강

DELF�B2�독해�5강�

DELF�B2�작문�5강

DELF�B2�독해�6강�

DELF�B2�작문�6강

DELF�B2�독해�7강�

DELF�B2�작문�7강

DELF�B2�독해�8강�

DELF�B2�작문�8강

DELF�B2�독해�9강�

DELF�B2�작문�9강

DELF�B2�독해�10강�

DELF�B2�작문�10강(완강)

DELF�B2�독해�11강�

DELF�B2�구술�1강

DELF�B2�독해�12강�

DELF�B2�구술�2강

DELF�B2�독해�13강�

DELF�B2�구술�3강

DELF�B2�독해�14강�

DELF�B2�구술�4강

DELF�B2�독해�15강(완강)�

DELF�B2�구술�5강

주간�복습�및�암기

DELF�B2�시험공부

주간�복습�및�암기

DELF�B2�시험공부

주간�복습�및�암기

DELF�B2�시험공부

주간�복습�및�암기

DELF�B2�시험공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월9개월 화 수 목 금 토/일

DELF�B2�구술�6강�

DELF�B2�시험�공부

DELF�B2�구술�7강�

DELF�B2�시험�공부

DELF�B2�구술�8강�

DELF�B2�시험�공부

DELF�B2�구술�9강�

DELF�B2�시험�공부

DELF�B2�구술�10강�(완강)�

DELF�B2�시험�공부

DELF�B2�독해�1강�

DELF�B2�작문�1강

DELF�B2�독해�2강�

DELF�B2�작문�2강

DELF�B2�독해�3강�

DELF�B2�작문�3강

DELF�B2�독해�4강�

DELF�B2�작문�4강

DELF�B2�독해�5강�

DELF�B2�작문�5강

부족한�부분�복습해서�

완전히�내것으로�만들기!

부족한�부분�복습해서�

완전히�내것으로�만들기!

주간�복습�및�암기

DELF�B2�시험공부

주간�복습�및�암기

DELF�B2�시험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월10개월 화 수 목 금 토/일

시사�청취를�부탁해�1탄�OT,�1강�

시사�독해와�어휘�1탄�11강

시사�청취를�부탁해�1탄�2강�

시사�독해와�어휘�1탄�12강

시사�청취를�부탁해�1탄�3강�

시사�독해와�어휘�1탄�13강

시사�청취를�부탁해�1탄�4강�

시사�독해와�어휘�1탄�14강

시사�청취를�부탁해�1탄�5강�

시사�독해와�어휘�1탄�15강(완

시사�청취를�부탁해�1탄�6강�

시사�중급�작문�1탄�OT,�1강

시사�청취를�부탁해�1탄�7강�

시사�중급�작문�1탄�2강

시사�청취를�부탁해�1탄�8강�

시사�중급�작문�1탄�3강

시사�청취를�부탁해�1탄�9강�

시사�중급�작문�1탄�4강

시사�청취를�부탁해�1탄�10강�

시사�중급�작문�1탄�5강

시사�청취를�부탁해�1탄�11강�

시사�중급�작문�1탄�6강

시사�청취를�부탁해�1탄�12강�

시사�중급�작문�1탄�7강

시사�청취를�부탁해�1탄�13강�

시사�중급�작문�1탄�8강

시사�청취를�부탁해�1탄�14강�

시사�중급�작문�1탄�9강

시사�청취를�부탁해�1탄�15강�

시사�중급�작문�1탄�10강

시사�청취를�부탁해�1탄�16강�

시사�중급�작문�1탄�11강

시사�청취를�부탁해�1탄�17강�

시사�중급�작문�1탄�12강(완강!)

시사�청취를�부탁해�1탄�18강�

시사�중급�작문�2탄�OT,�1강

시사�청취를�부탁해�1탄�19강�

시사�중급�작문�2탄�2강

시사�청취를�부탁해�1탄�20강�(완강!)�

시사�중급�작문�2탄�3강

주간�복습�및�암기

주간�복습�및�암기

주간�복습�및�암기

주간�복습�및�암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월3개월 화 수 목 금 토/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