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 인적 사항 강의진행 일자 : 2019. 5월-6월

과목 교수님 개강일 강의 일정

기본이론 8회 5월 8일 수 09:00~14:00 ☐

2N2 심화이론 8회 5월 8일
수 14:30~18:30

목 14:30~18:30
☐

테마이론 4회 4월 11일 목 19:00~22:00 ☐

기본이론 8회 5월 8일 수 09:00~14:00 ☐

심화+기출 4회 4월 11일 목 15:00~19:00 ☐

테마 이론 4회 4월 10일 수 14:30~17:30 ☐

문풀 4회 4월 8일
월, 화, 수

07:30-08:30
☐

문풀 4회 5월 6일
월, 화, 수

07:30-08:30
☐

기본이론 8회 5월 6일 월 09:00~14:00 ☐

심화+기출 8회 5월 6일
월 14:30-18:30

화 14:30-18:30
☐

심화+기출 4회 5월 6일
월 14:30-18:30

화 14:30-18:30
☐

심화+기출 4회 6월 3일
월 14:30-18:30

화 14:30-18:30
☐

문풀 4회 4월 11일
목,금,토

07:30-08:30
☐

문풀 4회 5월 9일
목,금,토

07:30-08:30
☐

Jack

LEE
기본이론 8회 5월 6일 월 09:00~14:00 ☐

기본 4회 5월 6일
월화 09:30-13:30

금토 14:30-18:00
☐

기본 4회 6월 3일
월 09:30-13:30

금 14:30-18:30
☐

기본 4회 6월 4일
화 09:30-13:30

토 14:30-18:30
☐

심화+기출 4회 4월 5일 금 09:30-13:30 ☐

심화 4회 5월 10일 금 09:30-13:30 ☐

심화 4회 5월 10일 금 09:30-13:30 ☐

문풀 8회 5월 7일 화 14:30-18:30 ☐

문풀 8회 5월 6일 월 14:30-18:30 ☐

기본이론 8회 5월 6일 월 15:00~20:00 ☐

테마이론 8회 5월 6일 월 10:00~14:00 ☐

테마이론 8회 5월 10일 금 15:00~20:00 ☐

이동기 문풀 16회 4월 8일 월-목 07:20-08:20 ☐

기본이론 8회 5월 10일 금 09:00~14:00 ☐

2N2 심화이론 8회 5월 10일
금 14:30~18:00

토 14:40~19:30
☐

압축정리

+문풀
8회 4월 19일 금 18:30~21:30 ☐

기본이론 8회 5월 10일 금 09:00~14:00 ☐

심화+문풀 9회 4월 12일 금 14:30~18:30 ☐

심화+문풀 9회 4월 13일 토 14:30~18:30 ☐

권쌤

170,000원

프린트 제공

프린트 제공

2019 공무원 권쌤 징검다리 문법 추후 공지

추후 공지2019 공무원 권쌤 사(思)고치기 유형별 독해

170,000원

170,000원

2019 이동기 매일아침영어하프모의고사

2019 공무원 김용희 ZIO 영어 500제 (5-6월)

프린트 제공

100,000원

프린트 제공

2019 권쌤 영어 기본이론 완성 권쌤영어 그래머 160,000원

2019 나명재 핚국사 기본이론 완성 2019 나명재 핚국사 기본서

305,100원(10%핛인가)

100,000원

2019 공무원 지오영어 독해기본이론 완성(6월) 153,000원(10%핛인가)

200,000원

170,000원

2019 나명재 핚국사 THE 암기 정치사(전근대)

나명재 2N2 핚국사 심화이론

(전근대사+근현대사 심화이론 정리 )

나명재
(수강 기간

 내 복습

 동영상

제공)

160,000원

2019 나명재 핚국사 기본서

ZIO 500제

ZIO 500제

이산

170,000원

커리큘럼 수강료

2019 혁명국어 기본서

65,000원

교재

153,000원(10%핛인가)

이산 쾌 국어 쾌도난마 현대문학 특강 (4월 / 4주완성) 이산국어 기본서 2권 85,000원

230,000원2019 혁명국어 2N2심화이론 완성(문법+독해)

33,000원

2019 Jack Lee 소방 영어 기본이론 완성

33,000원

33,000원

프린트 제공

2019 아침 하프모의고사 (영상반) (4월)

170,000원

2019 아침 하프모의고사 (영상반) (5월)

READING COMPREHENSION

33,000원

2019 공무원 조태정 영어 English crescendo (5-6월) 크레센도 레드/블루

 ZIO VOCA /  ZIO IDIOM

2019 공무원 지오영어 문법기본이론 완성(5월) ZIO English 최싞판

불꽃열정 소방영어(제본)

국어

2019 혁명국어 기본이론 완성 2019 혁명국어 기본서

2019 이산국어 기본이론 완성 이산국어 기본서

2019 아침 하프모의고사 (영상반) (4월)

2019 아침 하프모의고사 (영상반) (5월)

이산 국어 매.모.사 Re

(매주 푸는 모의고사 Restart & Revolution) (04월)

이정혁

혁명국어 고전문학 총정리(4주완성) 2019 혁명국어 기본서 3권

프린트 제공

2019 공무원 영어 김용희 종합문풀B

(실시간 모의고사 + 보카 및 논리 문제)

2019 공무원 김용희 ZIO 영어 500제 (4월) ZIO 500제

2019 공무원 김용희 ZIO 영어 500제 (5월)

2019 공무원 김용희 종합문풀 A

(실시간 모의고사 + 종합 문법 문제)

2019 공무원 지오영어 어휘 기본이론완성(6월)

   공단기 단과 (4-6월)

영어

조태정

2019 조태정 영어 기본이론 완성
2019 조태정의 만점으로

가는 영문법 / 합격생 필기노트
160,000원

2019 공무원 조태정 영어 English crescendo (5월)

160,000원

160,000원

한국사

한국사 신명섭

김용희

44,000원

230,000원

이태종

프린트 제공

170,000원크레센도 블루

프린트 제공

2019 공무원 조태정 영어 English crescendo (6월)

크레센도 레드

프린트 제공

305,100원(10%핛인가)

191,500원

191,500원N제 1권/3권

 2019 싞명섭 明핚국사 기출명장 3회독_고난도 문풀 +

 도식명장 총정리 (수강기간 복습 동영상 제공) (4-6월)

기출명장 3회독(희망찾기)+

도식명장(부교재)

160,000원

160,000원

65,000원

2019 싞명섭 明핚국사 압축 N제 1/2/3_주요주제

선별 정리(수강기간 복습 동영상 제공) (4-6월)

2019 싞명섭 핚국사 기본이론 완성 2019 明핚국사 기본서



행정법 정인영 기본이론 8회 5월 9일 목 09:00~14:00 ☐

기본이론 8회 5월 7일 화 09:00~14:00 ☐

2N2 심화이론 8회 5월 6일
월 14:30-18:30

일 14:30-18:30
☐

테마 이론 8회 5월 12일 일 10:00-14:00 ☐

기본이론 8회 5월 9일 목 15:00~20:00 ☐

2N2 심화이론 8회 5월 8일
수 18:40-22:00

목 10:00-13:30
☐

테마 이론 8회 5월 9일 목 10:00-13:30 ☐

문풀 8회 4월 10일 수 15:00~18:00 ☐

테마 이론 4회 4월 10일 수 18:40-22:00 ☐

테마 이론 6회 5월 8일 수 18:30-21:30 ☐

문풀 8회 4월 19일 금 10:00~14:00 ☐

문풀 5회 5월 10일 금 14:30~18:30 ☐

과학 박성우 기본이론 8회 5월 7일 화 09:00~14:00 ☐

기본이론 8회 5월 11일 토 09:00~14:00 ☐

2N2 심화이론 8회 5월 9일
목 10:00-14:00

금 10:00-14:00
☐

사회

복지학
오완섭 기본이론 8회 5월 11일 토 15:00~20:00 ☐

교정학 박상민 기본이론 8회 5월 11일 토 09:00~18:00 ☐

형사

소송법
최우성 기본이론 8회 5월 8일 수 15:00~20:00 ☐

세법 김경섭 기본이론 8회 5월 12일 일 10:00-18:00 ☐

회계학 김종화 기본이론 8회 5월 11일 토 15:00~20:00 ☐

기본이론 8회 5월 9일 목 09:00-14:00 ☐

기본이론 8회 5월 10일 금 15:00-19:00 ☐

2019 박상민 교정학 기본이론 완성

2019 최우성 형사소송법 기본이론 완성

2019 김경섭 세법 기본이론 완성

2019 김종화 회계학 기본이론 완성

추후 공지

추후 공지

추후 공지

추후 공지

160,000원

160,000원

160,000원

160,000원

2019 박성우 과학 기본이론 완성 (생물, 화학) 추후 공지 160,000원

위성임수학

2019 위성임 수학 기본이론 완성 프린트 제공 160,000원

160,000원

소방 이근상

행정학 이상헌

이근상 소방학개론

2019 오완섭 사회복지학 기본이론 완성

127,500원

2019 이근상 소방관계법규 기본이론 완성 이근상 소방관계법규 160,000원

위성임 수학 2N2 심화단과 추후 공지 230,000원

이상헌 행정학 정책-재무 심화이론
(*행정학 기본/심화과정 수강 시 50% 핛인, 타 이벤트와 중복핛인불가)

이상헌 행정학 2N2 심화단과

2019 DIET 행정학 2.0 기본서

프린트 제공

230,000원

170,000원

2019 DIET 행정학 2.0 기본서

170,000원

170,000원

85,000원
2019 김규대 사회 매.모.사 (4월)

(매주보는 모의고사)

프린트 제공

프린트 제공

160,000원추후 공지

160,000원2019 이근상 소방학개론 기본이론 완성

사회

2019 김규대 사회 2N2(경제 이.기.심+ 사회 매.모.사)

2019 김규대 사회 경제 이.기.심(이론+기출+심화)

2019 김규대 사회

2019 김규대 사회 매.모.사 (5-6월)

(매주보는 모의고사)
프린트 제공

김일영

2019 김일영 사회 지방직 대비 실전 동형 모의고사 데스노트 110,000원

김규대

2019 김규대 사회 기본이론 완성

2019 김일영 사회 지방직 대비 파이널 총정리 2019 FM사회 정보노트

2019 김규대 사회 지방직 대비 찍기 특강 & 총정리 프린트 제공 170,000원

160,000원2019 정인영 행정법 기본이론 완성

230,000원

160,000원2019 이상헌 행정학 기본이론 완성 2019 DIET 행정학 2.0 기본서

세르파 행정법 총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