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단과 시간표&수강신청서
과목

교수님

수업횟수

개강일

홈페이지 ID:

강의 일정

교재

수강료

16주완성

11월 05일 월,화 14:00-18:00

2019 국왕국어 기출문제집

580,300원
☐
(10% 할인가)

기출

2019 김병태 국왕국어 기출문제풀이 완성

8주완성

11월 05일 월,화 14:00-18:00

2019 국왕국어 기출문제집

406,800원 ☐

문풀

2018 이태종 태종국어 아침 하프 모의고사_문법_10월

4주완성

10월 08일 월,화 07:30-08:30

특수 프린트(모의고사) 제공

22,000원 ☐

문풀

2018 이태종 태종국어 아침 하프 모의고사_문학,비문학,독해_10월

4주완성

10월 10일 수,목 07:30 - 08:30

특수 프린트(모의고사) 제공

22,000원 ☐

문풀

2018 이태종 태종국어 아침 하프 모의고사_한자,어휘_10월

4주완성

10월 12일 금 07:30 - 08:30

특수 프린트(모의고사) 제공

11,000원 ☐

문풀

2018 이태종 태종국어 아침 하프 전범위 모의고사_11월

4주완성

11월 05일 월,화 07:30-08:30

특수 프린트(모의고사) 제공

22,000원 ☐

문풀

2018 이태종 태종국어 아침 하프 모의고사_한자,어휘_11월

4주완성

11월 07일 수 07:30 - 08:30

특수 프린트(모의고사) 제공

2019 이태종 국어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문제풀이+진도별 문제풀이)
*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5일 월,화 09:00-13:00

2019 태종국어 기출

2019 이태종 태종국어 기출문제풀이 완성

8주완성

11월 05일 월,화 09:00-13:00

2019 태종국어 기출

2019 선재국어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압축 마무리+1_2월 강좌)
* 1-2월 수업은 주2회로 일정 추후 공지

14주완성

11월 19일 월,화 14:00-18:00

2019 선재국어 한 권으로 정리하는 마무리 (출간예정)

640,700원
☐
(10% 할인가)

압축

2019 선재국어 압축 마무리

6주완성

11월 19일 월,화 14:00-18:00

2019 선재국어 한 권으로 정리하는 마무리 (출간예정)

305,100원 ☐

압축

2019 선재국어 독해 훈련 특강_독해는 나의 힘

5주완성

11월 29일 목 14:00-18:00

2019 선재국어 독해는 나의 힘 (출간예정)

148,750원 ☐

기출

2019 국어 권규호 개·기·문 (일체-개념·기출·문제풀이의 일체화)_[문법]

4주완성

11월 05일 월,화 14:00-18:00

개·기·문 일체-개념·기출·문제풀이의 일체화 [문법]

203,400원 ☐

기출

2019 국어 권규호 개·기·문 (일체-개념·기출·문제풀이의 일체화)_[문학]

4주완성

12월 03일 월,화 14:00-18:00

개·기·문 일체-개념·기출·문제풀이의 일체화 [문학]

203,400원 ☐

기출

2019 혜원국어 기출정해

8주완성

11월 16일 금,토 09:00-13:00

2019 혜원국어 기출정해 (출간예정)

압축

2019 고혜원 혜원국어 기적의 아침 특강_신의 한 수 '독해(읽기)편'_* 입성기념 수강
료 50% 할인

4주완성

10월 15일 월~토 07:20-08:30

2019 신(神)의 한 수 독해(읽기)편

압축

2019 고혜원 혜원국어 기적의 아침 특강_신의 한 수 '어휘편'_재수강생 10% 현장할인

5주완성

11월 12일 월~토 07:20-08:30

2019 신(神)의 한 수 어휘편

2019 손진숙 KISS English 기출문제풀이+실전 문제풀이 완성 [어휘+독해]
*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5일 월,화 09:00-13:00

2019 손진숙 영어 기출문제집(출간예정)
손진숙 실전독해/손진숙 VOCA 600제 (출간예정)

2019 손진숙 영어 기출문제풀이 완성

패키지
기출
패키지
이선재

전화번호 :

2019 김병태 국어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문제풀이+국왕국어 마무리)
*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김병태

국어

강좌명

과정
패키지

이태종

이름 :

11,000원 ☐
580,300원
☐
(10% 할인가)
406,800원 ☐

권규호

고혜원

패키지
손진숙
기출

6주완성

11월 26일 월,화 09:00-13:00

2019 손진숙 영어 기출문제집(출간예정)

문제풀이 2018 조태정 영어 CLOCKWORK 미니 모의고사

4주완성

10월 11일 목~토 7:00-08:40

미니모의고사 시험 프린트 / 매일 어휘 자료

문제풀이 2018 조태정 영어 CLOCKWORK 미니 모의고사

4주완성

11월 08일 목~토 7:00-08:40

미니모의고사 시험 프린트 / 매일 어휘 자료

16주완성

11월 07일

패키지
조태정

2018 조태정 영어 기출과 변형 + 진도별 모의고사
* 1-2월 수업은 목요일 주1회로 진행

심화문풀 2018 조태정 영어 기출과 변형
기본

2019 조태정 영어 만점으로 가는 영문법

기본+심화 2019 조태정 영어 English 크레센도

김동영

406,800원 ☐
406,800원 ☐

8주완성

11월 09일 금,토 14:00-18:00

크레센도 그린 / 블랙

406,800원 ☐

2019 공무원 김동영 영어 기출 형용사 암기_12월

10회

12월 10일 월~금 07:30-08:20

프린트 제공

8주완성

11월 05일 월,화 09:00-13:00

미라클 공무원 영단어 종합+심화 / 공단기보카

6개월

11월 05일 월~목 07:20-08:20

프린트 제공

8개월

11월 05일 월~목 07:20-08:20

프린트 제공

김태영

2019 이동기 영어 매일아침 하프모의고사_재수강생 10% 현장할인

16회완성

수시개강 월~목 07:20-08:20

프린트 제공

2019 이동기 영어 단원‧유형별 기출문제풀이+고득점 집중문풀 700제
(고득점 집중 문풀 700제 : 1월 9일(수)개강_6주 완성)

12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4:00-18:00

2019 공무원 유형별 영어 기출 문제집+2019 고득점 어휘, 생활영
어 200제+2019 고득점 문법 300제+2019 고득점 독해 200제

2019 이동기 영어 단원‧유형별 기출문제풀이

6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4:00-18:00

2019 공무원 유형별 영어 기출 문제집

2019 김태영 영어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동형모의고사)
* 1-2월 수업은 주2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5일 월,토 09:00-13:00

김태영 공시영어 핵심 기출문제(실전편)

2019 김태영 공시영어 (핵심이론+실전기출문제풀이) 완성

8주완성

11월 05일 월,토 09:00-13:00

김태영 공시영어 핵심 기출문제(실전편)

패키지

2019 승주영 영어 동형 100회 문풀 4개월 패키지 (입성기념 50% 할인)
* 1-2월 수업은 주2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5일 월,화 09:00-13:00

프린트 제공

문풀

2019 승주영 영어 동형 100회로 영어 90점 만들기 (입성기념 50% 할인)

8주완성

11월 05일 월,화 09:00-13:00

프린트 제공

문풀

2019 승주영 영어 동형 100회로 영어 90점 만들기 (입성기념 50% 할인)

4주완성

11월 05일 월,화 09:00-13:00

기출

33,000원 ☐
580,300원
☐
(10% 할인가)

조태정 만점으로 가는 영문법

심화

기출

33,000원 ☐

조태정 기출변형 독해편, 문법과 어휘편

프린트 제공

패키지

305,100원 ☐

11월 09일 금,토 09:00-13:00

11월 06일 월~금 07:30-08:20

하프

68,700원 ☐
488,700원
☐
(10% 할인가)

8주완성

8주완성

14회

패키지

승주영

조태정 기출변형 독해편, 문법과 어휘편+진도별 문풀(출간예정)

2019 공무원 김동영 영어 기출 동사 암기_11월

2019 이동기 영어 매일아침 하프모의고사 국가직 대비 합격 Package_18년 11월-19년
하프패키지
4월
2019 이동기 영어 매일아침 하프모의고사 상반기 시험 대비 합격 Package_18년 11월하프패키지
19년 6월
이동기

14:00-18:00
09:00-13:00
14:00-18:00
09:00-13:00

심화

기본+심화 2019 공무원 김동영 영어 미라클 공단기 voca

영어

수
목
수
11월 07일
목

406,800원 ☐
27,500원
☐
(50% 할인가)

프린트 제공

38,500원 ☐
27,500원 ☐
406,800원 ☐
211,200원
☐
(20% 할인가)
246,400원
☐
(30% 할인가)
44,000원 ☐
549,100원
☐
(10% 할인가)
305,100원 ☐
732,200원
☐
(10% 할인가)
406,800원 ☐
406,800원
☐
(50% 할인가)
203,400원
☐
(50% 할인가)
101,700원
☐
(50% 할인가)

헤일리

기본+심화 2019 헤일리 영어 Coloring Reading 2.0 구문 분석

8주완성

11월 07일 수,목 09:00-13:00

Coloring Reading 구문 독해

406,800원 ☐

조현경

기본+심화 2019 조현경 공시 대비 영어 기본+심화

8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4:00-18:00

자체 교재 제공

406,800원 ☐

2019 곽지영 영어 고난도 독해_주제별 문풀 완성

4주완성

12월 03일 월,목 14:00-18:00

소재별 고난도 독해

2019 강민성 한국사 최신기출 1500제 + 합격적중노트
* 1-2월 수업은 일정 추후 공지

14주완성

11월 12일 월,화18:50-22:20

2019 강민성 한국사 기출1500제 +2019 합격적중노트

기출

2019 강민성 한국사 최신기출 1500제

7주완성

11월 12일 월,화18:50-22:20

2019 강민성 한국사 기출1500제

기출

2019 전한길 한국사 3.0 기출 문제 풀이+핵심요약

8주완성

11월 06일 화,수 18:40-22:30

2019 전한길 한국사 3.0 기출문제집
2019 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빵꾸)노트

2019 신영식 해동한국사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정해+천기누설)
*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14일 수,목 18:40-22:30

2019 해동한국사 기출 정해 (출간예정)

580,300원
☐
(10% 할인가)

2019 신영식 해동한국사 기출 정해

8주완성

11월 14일 수,목 18:40-22:30

2019 해동한국사 기출 정해 (출간예정)

406,800원 ☐

8주완성

11월 09일 금 07:30 - 08:30

프린트 제공

2019 신명섭 한국사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N제_정치사_근현대사_문화사)
*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6일 화,수 09:00-13:00

2019 신명섭 명한국사 공무원 필수 N제 1권+3권

580,300원
☐
(10% 할인가)

문풀

2019 신명섭 명한국사 N제 1권_정치사+3권_근현대사

8주완성

11월 06일 화,수 09:00-13:00

2019 신명섭 명한국사 공무원 필수 N제 1권+3권

406,800원 ☐

문풀

2019 신명섭 명한국사 N제 1권_정치사

8주완성

11월 06일 화 09:00-13:00

2019 신명섭 명한국사 공무원 필수 N제 1권

238,000원 ☐

문풀

2019 신명섭 명한국사 N제 3권_근현대사

8주완성

11월 07일 수 09:00-13:00

2019 신명섭 명한국사 공무원 필수 N제 3권

238,000원 ☐

압축

2019 문동균 한국사 핵지총 (핵심기출지문총정리)

4주완성

11월 08일 목,금 18:40-22:30

2019 핵지총(핵심기출지문총정리)

238,000원 ☐

8주완성

11월 10일 토 07:30 - 08:30

프린트 제공

2019 최진우 독한국사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단원별 문제풀이)
*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9일 금,토 09:00-13:00

2019 최진우 독한국사 이판사판 284 테마별 기출 문제집

580,300원
☐
(10% 할인가)

기출

2019 최진우 독한국사 이판사판 기출문제 풀이

8주완성

11월 09일 금,토 09:00-13:00

2019 최진우 독한국사 이판사판 284 테마별 기출 문제집

406,800원 ☐

문풀

2019 최진우 독한국사 단원별 동형 모의고사 문제풀이

8주완성

11월 05일 월 18:40-22:30

프린트 제공

2019 전효진 행정법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동형모의고사)
*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5일 월,화 09:00-13:00

2019 전효진 행정법 기출 (출간예정)

580,300원
☐
(10% 할인가)

기출

2019 전효진 행정법 기출문제풀이

8주완성

11월 05일 월,화 09:00-13:00

2019 전효진 행정법 기출 (출간예정)

406,800원 ☐

기출

2019 윤우혁 행정법 기출문제풀이

8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4:00-18:00

2019 윤우혁 행정법 기출 문제집

406,800원 ☐

8주완성

11월 05일 월,화 14:00-18:00

2019 윤우혁 행정법 기본서

406,800원 ☐

곽지영

문풀
패키지

강민성

전한길

패키지
신영식

기출

문제풀이 2019 신영식 한국사 아침 문제풀이 특강
패키지
한국사

238,000원 ☐
640,700원
☐
(10% 할인가)
355,950원 ☐
406,800원 ☐

20,000원 ☐

신명섭

문동균
문제풀이 2019 문동균 한국사 하프모의고사
패키지
최진우

패키지
전효진

20,000원 ☐

238,000원 ☐

윤우혁
기본+심화 2019 윤우혁 행정법 기본+심화 이론 완성
압축

2019 김종석 행정법 한 권으로 정리하는 단권화(한정단)

8주완성

11월 05일 월 18:40-22:30

2019 김종석 행정법 한 권으로 정리하는 단권화(한정단)

238,000원 ☐

기본

2019 김종석 행정법 기본 이론 완성

8주완성

11월 05일 월,화 14:00-18:00

2019 김종석 행정법 기본서

406,800원 ☐

2019 김현석 행정법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진도별 문제풀이)
*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9일 금,토 14:00-18:00

2019 김현석 베이직 행정법 총론 기출 문제

580,300원
☐
(10% 할인가)

2019 김현석 행정법 객관식 기출 문제 풀이

8주완성

11월 09일 금,토 14:00-18:00

2019 김현석 베이직 행정법 총론 기출 문제

406,800원 ☐

8주완성

11월 05일 월,화 14:00-18:00

2019 김현석 베이직 행정법 총론

2019 박준철 행정법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압축+단원별 모의고사)
*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4주완성

11월 15일 목,금 14:00-18:00

2019 써니 행정법총론 SOS (Summary Of Sunny, 써니 요약집)

488,800원
☐
(10% 할인가)

2019 박준철 써니 행정법 SOS 핵심요약기본 이론 완성

6주완성

11월 15일 목,금 14:00-18:00

2019 써니 행정법총론 SOS (Summary Of Sunny, 써니 요약집)

305,100원 ☐

김종석
행정법

패키지
김현석

기출

기본+심화 2019 김현석 행정법 기본+심화 이론 완성
패키지
박준철
압축

406,800원 ☐

238,000원 ☐

문풀

2019 강제명 제갈공명 행정학 진도별 문제풀이

8주완성

11월 08일 목 09:00-13:00

2019 강제명 행정학 진도별 문제풀이

기본

2019 강제명 제갈공명 행정학 기본 이론완성

8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4:00-18:00

2019 제갈공명 행정학 기본서

2019 김중규 행정학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입문+단원별 문제풀이)
* 1-2월 수업은 주2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16일 금,토 14:00-18:00

기출

2019 김중규 선행정학 기출입문

8주완성

11월 16일 금,토 14:00-18:00

기본

2019 김중규 선행정학 기본 이론 완성

8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4:00-18:00

주교재: 2019 9급 선행정학 개론 기본서+9급 기출문제 선행정학
부교재: 2019 기필고 필기노트 선행정학

2019 김만희 행정학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핵심테마 SWOT 119+동형모고 파이널
600제)*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8:40-22:30

마니행정학 2019 핵심테마 SWOT 119

580,300원
☐
(10% 할인가)

2019 김만희 마니행정학 심화내용정리_핵심테마 SWOT 119

8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8:40-22:30

마니행정학 2019 핵심테마 SWOT 119

406,800원 ☐

8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4:00-18:00

2019 마니 행정학 기본서_출간예정+2019 또또북

2019 이준모 행정학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진도별 문제풀이)
*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5일 월,화 14:00-18:00

2019 키워드 행정학 기출문제풀이

580,300원
☐
(10% 할인가)

2019 이준모 키워드 행정학 기출문제풀이

8주완성

11월 05일 월,화 14:00-18:00

2019 키워드 행정학 기출문제풀이

406,800원 ☐

8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4:00-18:00

2019 키워드 행정학 기본서

2019 위종욱 사회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진도별 문제풀이)
*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9일 금,토 09:00-13:00

2019 위종욱 사회 기출의 역사

580,300원
☐
(10% 할인가)

2019 위종욱 사회 기출의 역사

8주완성

11월 09일 금,토 09:00-13:00

2019 위종욱 사회 기출의 역사

406,800원 ☐

8주완성

11월 09일 금,토 14:00-18:00

2019 위종욱 사회 기본서

7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4:00-18:00

모의고사_프린트 제공+2019 민준호 사회 집요한 파이널_출간예정

6주완성

11월 12일 월,화 14:00-18:00

2019 민준호 사회 핵심이론 완성

305,100원 ☐

4주완성

11월 14일 수,목 14:00-18:00

프린트 제공

238,000원 ☐

8주완성

11월 09일 금,토 14:00-18:00

2019 민준호 사회 기본서

2019 최영희 사회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진도별 문제풀이)
*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7일 수,목 09:00-13:00

2019 최영희 사회 기출문제집

580,300원
☐
(10% 할인가)

기출

2019 최영희 사회 기출 문제 풀이

8주완성

11월 07일 수,목 09:00-13:00

2019 최영희 사회 기출문제집

406,800원 ☐

문풀

2019 최영희 사회 진도별 고난이도 문제풀이

8주완성

11월 06일 화 14:00-18:00

2019 최영희 사회 진도별 문제풀이

238,000원 ☐

기본+심화 2019 최영희 사회 기본+심화 이론 완성

8주완성

11월 09일 금,토 14:00-18:00

2019 최영희 사회 기본서

406,800원 ☐

기본+심화 2019 김일영 사회 기본+심화 이론 완성

8주완성

11월 09일 금,토 14:00-18:00

2019 FM사회 개념완성

2019 김규대 사회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단원별 문제풀이)
*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8:40-22:30

2019 김규대 사회 기출 완성

580,300원
☐
(10% 할인가)

2019 김규대 사회 기출 완성

8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8:40-22:30

2019 김규대 사회 기출 완성

406,800원 ☐

기본+심화 2019 김규대 사회 기본+심화 이론 완성

8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4:00-18:00

2019 김규대 사회 기본서

2019 카리스마 이병철팀 사회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실전 문제풀이)*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10일 금,토 14:00-18:00

2019 이병철 COMPASS 카리스마 사회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580,300원
☐
(10% 할인가)

2019 카리스마 이병철팀 사회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8주완성

11월 10일 금,토 14:00-18:00

2019 이병철 COMPASS 카리스마 사회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406,800원 ☐

기본+심화 2019 카리스마 이병철팀 사회 기본+심화 이론 완성

8주완성

11월 09일 금,토 14:00-18:00

2019 이병철 COMPASS 카리스마 사회 기본서

406,800원 ☐

8주완성

11월 14일 수 14:00-18:00

2019 대비 현용수 과학 기출문제집

238,000원 ☐

8주완성

11월 05일 월,화 14:00-18:00

2019 현용수 과학 기본서

2019 최성욱 과학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동형 모의고사)
*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8일

기출

2019 최성욱 과학 기출 문제 풀이

8주완성

문풀

2019 최성욱 과학 진도별 모의고사

8주완성

11월 08일 목 14:00-18:00

2019 장홍석 수학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단원별 문제풀이)
*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8:40-22:30

2019 홍석 기출 수학

580,300원
☐
(10% 할인가)

2019 장홍석 수학 기출총정리+심화개념

8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8:40-22:30

2019 홍석 기출 수학

406,800원 ☐

8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4:00-18:00

2019 홍석 수학

16주완성

11월 05일 월,화 18:40-22:30

2019 이공출 수학

580,300원
☐
(10% 할인가)

강제명

패키지
김중규

행정학

패키지
김만희

문풀

기본+심화 2019 김만희 마니행정학 기본+심화 이론완성
패키지
이준모

기출

기본+심화 2019 이준모 키워드 행정학 기본+심화 이론완성
패키지
위종욱

기출

기본+심화 2019 위종욱 사회 기본+심화 이론 완성(이론+단원별문풀)
패키지

2019 민준호 사회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실전 모의고사+집요한 파이널)
* 1-2월 수업은 주1회_3주완성으로 일정 추후 공지

핵심요약 2019 민준호 사회 핵심이론 완성

2019
2019
2019
2019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EASY PASS 선행정학(출간예정)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EASY PASS 선행정학(출간예정)

406,800원 ☐
732,200원
☐
(10% 할인가)
406,800원 ☐
406,800원 ☐

406,800원 ☐

406,800원 ☐

406,800원 ☐
374,800원
☐
(10% 할인가)

민준호
문풀

2019 민준호 사회 실전 모의고사(진도별+동형)

기본+심화 2019 민준호 사회 기본+심화 이론 완성
패키지

사회

406,800원 ☐

최영희

김일영

패키지
김규대

기출

패키지
이병철팀

기출

기출

2019 현용수 과학 기출 문제 풀이

406,800원 ☐

406,800원 ☐

현용수
기본+심화 2019 현용수 과학 기본+심화 이론 완성 (생물 + 화학)
과학

패키지
최성욱

패키지
장홍석

기출

기본+심화 2019 장홍석 수학 기본+심화 이론완성
수학

패키지

2019 대비 테오스 기출문제집

406,800원 ☐

프린트 제공

238,000원 ☐

406,800원 ☐

8주완성

11월 05일 월,화 18:40-22:30

2019 이공출 수학

406,800원 ☐

2019 박금우 수학 이.공.문 (단원별 문제풀이+동형모의고사)_3개월
* 1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2주완성

11월 05일 월 14:00-18:00

2019 이공문 수학 (출간예정)

357,000원 ☐

기본

2019 박금우 이.공.개 수학 기본 이론완성

8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4:00-18:00

2019 이공개 수학 기본서

2019 유길준 교유학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단원별 문제풀이)
*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10일 토 14:00-18:00

유길준 공무원 교육학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428,400원
☐
(10% 할인가)

2019 유길준 교육학 기출 문제 풀이

8주완성

11월 10일 토 14:00-18:00

유길준 공무원 교육학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238,000원 ☐

8주완성

11월 09일 금,토 18:40-22:30

유길준 공무원 교육학개론

2019 윤동은 사회복지학개론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단원별 문제풀
이)*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5일 월,화 18:40-22:30

2019 단타 윤동은 사회복지학 기출분석·정리

580,300원
☐
(10% 할인가)

2019 단타 윤동은 사회복지학개론 기출 정리

8주완성

11월 05일 월,화 18:40-22:30

2019 단타 윤동은 사회복지학 기출분석·정리

406,800원 ☐

8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8:40-22:30

2019 윤동은 사회복지학 기본서

16주완성

11월 09일 금,토 14:00-18:00

2019 김형준_뫼비우스 사회복지학 기출문제집

2019 김형준_뫼비우스 사회복지학 기출문제풀이

8주완성

11월 09일 금,토 14:00-18:00

2019 김형준_뫼비우스 사회복지학 기출문제집

2019 오정화 회계학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단원별 응용문제 풀이)
* 1-2월 수업은 주 2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5일 월,화 14:00-18:00

2019 오정화 회계학 기출플러스

732,200원
☐
(10% 할인가)

기출

2019 오정화 회계학 단원별 기출 문제 풀이

8주완성

11월 05일 월,화 14:00-18:00

2019 오정화 회계학 기출플러스

406,800원 ☐

문풀

2019 오정화 회계학 서술형 완전정복(썰전)

8주완성

11월 07일 수 09:00-13:00

2019 오정화 회계학 썰전(서술형 완전정복)

238,000원 ☐

기본

2019 오정화 회계학 재무회계 기본이론 완성

8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4:00-18:00

2019 오정화 재무회계 기본서

2019 이종하 회계학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동형모의고사)
*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6일

기출

2019 이종하 회계학 800제 기출문제 풀이 및 핵심 요약 특강

8주완성

문풀

2019 대비 이종하 9급 회계학 단원별 모의고사 실전연습

8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4:00-18:00

2019 이종하 회계학 단원별 모의고사

2019 사경인 회계학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동형모의고사)
*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8:40-22:30

2019 사경인 프레임회계학 객관식문제집

2019 사경인 프레임 회계학 진도별 문제 풀이

8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8:40-22:30

2019 사경인 프레임회계학 객관식문제집

2019 김성수 회계학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객관식 문제 풀이)
* 1-2월 수업은 주2회로 일정 추후 공지

18주완성

11월 05일 월 14:00-18:00

2019 김성수 회계학 Speed Up 기출유형익히기

633,800원
☐
(10% 할인가)

기출

2019 김성수 논리회계학 기출 문제 풀이

10주완성

11월 05일 월 14:00-18:00

2019 김성수 회계학 Speed Up 기출유형익히기

297,500원 ☐

기본

2019 김성수 논리회계학 기본이론 완성

8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4:00-18:00

2019 논리회계학 재무회계

406,800원 ☐

기출

패키지
윤동은

580,300원
☐
(10% 할인가)

2019 박금우 수학 이.공.출 (이것이 공무원수학 기출분석)

기본+심화 2019 유길준 교육학 기본+심화 이론 완성

사회복지학

406,800원 ☐

2019 대비 테오스 기출문제집

문풀

패키지
유길준

18:40-22:30
14:00-18:00
18:40-22:30
14:00-18:00

기출
박금우

교육학

2019 박금우 수학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단원별 문제풀이)
*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목
금
목
11월 08일
금

기출

기본+심화 2019 윤동은 사회복지학 기본+심화 이론 완성
패키지
김형준
기출
패키지

2019 김형준 사회복지학개론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진도별 문제풀
이)*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406,800원 ☐

406,800원 ☐

406,800원 ☐
580,300원
☐
(10% 할인가)
406,800원 ☐

오정화

패키지
이종하
회계학

패키지
사경인
기출
패키지
김성수

화
목
화
11월 06일
목

14:00-18:00
18:40-22:30
14:00-18:00
18:40-22:30

406,800원 ☐

2019 이종하 회계학 800제

580,300원
☐
(10% 할인가)

2019 이종하 회계학 800제

406,800원 ☐
406,800원 ☐
580,300원
☐
(10% 할인가)
406,800원 ☐

노희양

핵심요약 2019 노희양 세법 핵심 요약 강의

6주완성

11월 08일 목,금 14:00-18:00

2019 노희양 세법 핵심요약집

305,100원 ☐

2019 노희양 세법 기출 문제 풀이

8주완성

12월 20일 목,금 14:00-18:00

2019 노희양 세법 기출문제집

406,800원 ☐

8주완성

11월 08일 목,금 18:40-22:30

2019 노희양 세법

2019 남정선 세법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동형모의고사)
*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5일

기출

2019 남정선 세법 개론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및 핵심 요약 특강

8주완성

문풀

2019 대비 남정선 9급 세법 개론 단원별 모의고사 실전연습

8주완성

2019 김경섭 세법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단원별 예상문제 풀이)
* 1-2월 수업은 주 2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8일 목,금 14:00-18:00

2019 김경섭 공무원세법_핵심노트정리+단원별 기출문제

732,200원
☐
(10% 할인가)

2019 김경섭 세법 핵심정리 및 기출문제풀이

8주완성

11월 08일 목,금 14:00-18:00

2019 김경섭 공무원세법_핵심노트정리+단원별 기출문제

406,800원 ☐

8주완성

11월 08일 목,금 18:40-22:30

2019 김경섭 세법

2019 이창선 공직선거법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객관식 문제풀이+동형모
고)*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9일 금,토 09:00-13:00

이창선 객관식 문제풀이 (추후 재공지)

580,300원
☐
(10% 할인가)

2019 이창선 공직선거법 객관식 문제풀이

8주완성

11월 09일 금,토 09:00-13:00

이창선 객관식 문제풀이 (추후 재공지)

406,800원 ☐

8주완성

11월 05일 월,화 18:40-22:30

이창선 공직선거법 기본서

406,800원 ☐

8주완성

11월 07일 수 14:00-18:00

박상민 상상교정학 11개년 기출문제집+보충프린트

238,000원 ☐

8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8:40-22:30

2019 박상민 상상교정학

2019 오철환 관세법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단원별 문제풀이)
* 1-2월 수업은 주2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9일 금,토 14:00-18:00

2019 대비 관세법 7, 9급 기출문제 해설집

732,200원
☐
(10% 할인가)

2019 오철환 관세법 기출 문제 풀이

8주완성

11월 09일 금,토 14:00-18:00

2019 대비 관세법 7, 9급 기출문제 해설집

406,800원 ☐

8주완성

11월 09일 금,토 18:40-22:30

2019 대비 오!관세법

406,800원 ☐

2019 김준휘 관세법 기출문제 풀이

8주완성

11월 08일 월,목 18:40-22:30

2019 김준휘 관세법 기출문제

2019 이윤탁 형사소송법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단원별 문제풀이)
* 1-2월 수업은 주2회_5주 완성으로 일정 추후 공지

13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8:40-22:30

2019 대비 국가직 전용 형사소송법 기출1000제+핵심요약 프린트

594,900원
☐
(10% 할인가)

기출

2019 이윤탁 형사소송법 직렬별 기출 문제 풀이

8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8:40-22:30

2019 대비 국가직 전용 형사소송법 기출1000제+핵심요약 프린트

406,800원 ☐

기본

2019 이윤탁 형사소송법 기본 이론완성

8주완성

11월 05일 월,화 18:40-22:30

2019 형사소송법 기본서

406,800원 ☐

2019 김기홍 건축구조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단원별 예상문제풀이)
*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6일 화 14:00-18:00

2019 대비 건축구조 기출문제 풀이

2019 건축직 공무원 김기홍 건축구조 기출 문제 풀이

8주완성

11월 06일 화 14:00-18:00

2019 대비 건축구조 기출문제 풀이

238,000원 ☐

2019 김기홍 건축계획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단원별 예상문제풀이)
*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8일 목 14:00-18:00

2019 대비 건축계획 기출문제 풀이

428,400원
☐
(10% 할인가)

기출

기본+심화 2019 노희양 세법 기본이론 완성(소득세,법인세)
패키지
세법

남정선

패키지
김경섭

기출

기본+심화 2019 김경섭 세법 기본이론 완성(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세,소득세)
패키지
공직선거법

이창선

기출

기본+심화 2019 이창선 공직선거법 기본이론 완성
기출
교정학

2019 박상민 교정학 요약+기출문제총정리

월
금
월
11월 05일
금
금
11월 09일
토

14:00-18:00
18:40-22:30
14:00-18:00
18:40-22:30
14:00-18:00
18:40-22:30

406,800원 ☐

2019 남정선 스피드체크 공무원 세법 기출문제집

580,300원
☐
(10% 할인가)

2019 남정선 스피드체크 공무원 세법 기출문제집

406,800원 ☐
406,800원 ☐

2019 남정선 세법(개론) 500제

406,800원 ☐

박상민
기본+심화 2019 박상민 교정학 기본이론 완성
패키지
오철환

기출

406,800원 ☐

관세법
기본+심화 2019 오철환 관세법 기본+심화 이론완성
김준휘

기출
패키지

형사소송법

이윤탁

패키지
건축구조
기출
김기홍
패키지
건축계획

406,800원 ☐

428,400원
☐
(10% 할인가)

8주완성

11월 08일 목 14:00-18:00

2019 대비 건축계획 기출문제 풀이

238,000원 ☐

기본+심화 2019 기계직 공무원 한홍걸 기계일반 기본+심화 이론 완성

16주완성

10월 06일 토 14:00-22:30

기계일반 (도서출판 한필 / 출간완료)

813,600원 ☐

기본+심화 2019 기계직 공무원 한홍걸 기계설비 기본+심화 이론 완성

16주완성

10월 07일 일 14:00-22:30

기계설계 (도서출판 한필 / 출간완료)

2019 박미진 컴퓨터일반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진도별 문제 풀이)
*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09일 금 14:00-22:30

박미진 컴퓨터일반 기출문제집

580,300원
☐
(10% 할인가)

2019 전산직 공무원 박미진 컴퓨터일반 기출 문제 풀이

8주완성

11월 09일 금 14:00-22:30

박미진 컴퓨터일반 기출문제집

406,800원 ☐

8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4:00-18:00

박미진 컴퓨터일반

2019 박미진 정보보호론 국가직 대비 4개월 패키지 완성 (기출+진도별 문제 풀이)
* 1-2월 수업은 주1회로 일정 추후 공지

16주완성

11월 10일 토 14:00-18:00

박미진 정보보호론 기출문제집

428,400원
☐
(10% 할인가)

2019 전산직 공무원 박미진 정보보호론 기출 문제 풀이

8주완성

11월 10일 토 14:00-18:00

박미진 정보보호론 기출문제집

238,000원 ☐

8주완성

11월 05일 월,화 18:40-22:30

박미진 정보보호론

8주완성

11월 09일 금 14:00-18:00

(이승원의 신편) 화학 : 환경직 공무원 시험대비

238,000원

☐

이론+문풀 2019 환경직 이승원 환경공학개론 이론+문제풀이

8주완성

11월 10일 토 14:00-18:00

(이승원의 신편) 환경공학개론 : 환경직 공무원 시험대비

238,000원

☐

기본+심화 2019 토목직 공무원 채수하 토목설계 기본+심화 이론 완성

8주완성

11월 07일 수 18:40-22:30

2019 9급 토목직 공무원 토목설계

238,000원 ☐

응용역학

기본+심화 2019 토목직 공무원 채수하 응용역학 기본+심화 이론 완성

8주완성

11월 09일 금 18:40-22:30

2019 9급 토목직 공무원 응용역학

238,000원 ☐

지적측량

이론+문풀 2019 지적직 공무원 이영수 지적측량 이론+기출문제풀이

8주완성

11월 08일 목 14:00-20:30

특강교재 지적직공무원 지적측량

357,000원 ☐

지적전산학

이론+문풀 2019 지적직 공무원 이영수 지적전산학 이론+기출문제풀이

8주완성

11월 09일 금 14:00-20:30

특강교재 지적직공무원 지적전산학

357,000원 ☐

공중보건

기본+심화 2019 보건직 공무원 민경애 공중보건 기본+심화 이론 완성

8주완성

11월 10일 토 14:00-22:30

2019 빅마마 민경애 공중보건 기본서

406,800원 ☐

기본+심화 2019 보건직 공무원 민경애 보건행정 기본+심화 이론 완성

8주완성

11월 11일 일 14:00-22:30

2019 빅마마 민경애 보건행정 기본서

406,800원 ☐

기본+심화 2019 보건직(의료기술직) 빅마마 의료관계법규 기본+심화이론 완성

8주완성

11월 07일 수 14:00-18:00

2019 빅마마 민경애 의료기술직 의료관계법규 이론+문제

238,000원 ☐

기본+심화 2019 보건직(복지부특채) 빅마마 보건/감염의료관계법규 기본+심화이론 완성

8주완성

11월 07일 수 18:40-22:30

2019 빅마마 민경애 복지부특채 보건/감염의료관계법규 이론+문
제

238,000원 ☐

기본+심화 2019 간호직 공무원 민경애 지역사회간호 기본+심화 이론 완성

8주완성

11월 09일 금 14:00-22:30

2019 빅마마 NCS 민경애 지역사회간호 기본서

406,800원 ☐

기본+심화 2019 간호직 공무원 민경애 간호관리 기본+심화 이론 완성

8주완성

11월 06일 화 14:00-22:30

2019 빅마마 NCS 민경애 간호관리 기본서

406,800원 ☐

심화+기출 2019년 대비 경영학 최중락 심화이론+기출문제풀이 완성

7주완성

11월 07일 수,목 14:00-18:00

국가시험 경영학 객관식 1200제 4판+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4판

355,950원 ☐

기출
기계일반

2019 건축직 공무원 김기홍 건축계획 기출 문제 풀이

한홍걸
기계설계

패키지
컴퓨터일반

기출

기본+심화 2019 전산직 공무원 박미진 컴퓨터일반 기본+심화 이론 완성
박미진
패키지
정보보호론

기출

기본+심화 2019 전산직 공무원 박미진 정보보호론 기본+심화 이론 완성
일반화학

문풀

2019 환경직 이승원 일반화학 단원별 문제풀이

813,600원 ☐

406,800원 ☐

406,800원 ☐

이승원
환경공학개론
토목설계

406,800원 ☐

채수하

이영수

민경애
보건행정
의료관계법규
민경애

보건/감염
의료관계법
규

지역사회간호
민경애
간호관리
경영학

최중락

국제법

이종훈

심화

2019년 7급시험 대비 이종훈 국제법 심화이론 완성

20회완성

12월 10일 월~금 09:00-13:00

미정

466,800원 ☐

국제정치학

신희섭

심화

2019년 7급시험 대비 신희섭 국제정치학 심화이론 완성

20회완성

10월 15일 월~금 09:00-13:00

미정

466,800원 ☐

물리학

신용찬

기본

2019년 대비 신용찬 물리학 기본이론 완성

12주완성

11월 07일 수 09:30-13:00

2019 신간 교재 출간예정

357,000원 ☐

도로교통법규 정인영

기본

2019년 대비 운전직 정인영 도로교통법규 기본이론 집중완성

10주완성

11월 09일 금 18:40-22:30

2019 9급 운전직 도로교통법규(출간예정)

297,500원 ☐

공·경·법검·소방단기 수강료 환불규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제18조 제2항 제3호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비고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 고시학원 종합반 / 단과반 개강 이후 환불은 환불규정법에 의거해 진행됩니다. (개강 전 환불은 납입금액 100% 반환처리)
2. 환불은 단과반 1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납부된 수강료를 기준 반환비율에 따른 공제금을 공제하고 환불이 진행됩니다.

* 단과반은 횟수를 기준으로 환불이 처리됩니다.

3. 개강 이후 등록한 수강을 환불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환불규정법이 적용되어 공제됩니다.
4. 환불 기준일은 환불신청날짜(환불신청서 작성 날짜)입니다.
5. 수강기간동안 제공 받은 유료사물함, 동영상강좌 등은 이용이 정지되고, 기사용된 부분은 환불월의 말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2항에 따른 반환금액에서 공제됩니다. (프리패스강의 제공의 경우에는 환불신청한 시점에 회수됩니다)
6. 무료로 제공받은 교재 등의 경우 미반환되거나, 훼손이 있는 경우 2항에 따른 반환금액에서 교재의 판매가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 환불금외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개강 후 환불규정법에 따라 차감된 환불은 결제한 수단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결제수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8. 단과반 환불시 수강증을 반드시 반환해 주셔야 하며, 미반환시 환불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 노량진 고시학원 환불 규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

모든 강좌는 본인만 수강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 적발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 (비동의) ☐
공단기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및 수강 정보, 서비스 안내를 SMS로 수신합니다. (동의)☐

(비동의)☐

<추가> 본인은 강의실 내에서의 수업 및 자습 영상이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비동의시 자습실 이용에 제한받을 수 있으며, 비동의 하였으나 자습실을 이용하여 영상 송출 시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018년

월

일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