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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단권화의 2개월] 박혜선 국어 
전영역 All In One

박혜선

수,목 09:00~13:00
2023 박혜선 All In One 
문법/문학/한자의 왕도,
2022 비문학 쌍끌이

01/11
[8주] 28만원 -> 22만원

[합격자들 최고 추천]
전영역 파이널요약

+문풀 (콤단문) 
화 09:00~13:00 박혜선 전 영역 콤단문 01/10

[8주]
16만원->14만원

선혜국어 술술술 기본심화
전선혜

수,목 09:00~13:00 2023 선혜국어 술술술, 한자 01/11
[8주]

28만원 -> 22만원

술술술 단권화+빈출 코드 
문제풀이 마스터 월화 09:00~13:00 술술술 단권 요약

&빈출 코드 문제풀이
01/09
[7주] 28만원 -> 25만원

2023 기태국어 Step 3 
핵.문.고(핵심 문법, 고전시가)

권기태

월,화 09:00~13:00
2023 기태국어 Step 3 
핵심 문법/고전 시가

01/09
[3주] 10만원

26만원
-> 

22만원
34만원

->
27만원

2023 기태국어 Step 4
당락을 가르는 한 문제 월,화 09:00~13:00 2023 기태국어 Step 4

당락을 가르는 한 문제
02/06
[4주]

16만원
-> 

14만원

기태국어  Step 5 
합격을 부르는 실전모의고사

월 09:00~13:00 기태국어 Step 5 
합격을 부르는 실전모의고사

03/06
[4주]

8만원

강세진의 문제의 원리
(국어문법 음·형·통)

강세진

수, 목 10:00~13:00 프린트 01/11
[8주] 21만원 -> 16만원

강세진의 TIME 원리
(국어문법과 어문 규정

/ 문학과 독해)
화, 목 19:00~21:50 국어 문법과 어문 규정

프린트
01/10
[8주]

24만원 -> 21만원

영어

[2개월 완성] 공무원 영어 이론 
All In One[문법, 독해]

진가영

월,화 09:00~13:00 단기합격 영어 문법, 영어 독해 01/09
[8주]

28만원 -> 22만원

[막판 역전] 최상(최단기간 
점수 수직 상승)으로 가는 

영역별 400제
(전범위 출제 예상 문제)

수 09:00~13:00 최상으로 가는 영역별 400제
01/11
[8주] 16만원 -> 14만원

단판승(단번에 판단에서 승부 
보는) 문법 킬 포인트 100

_ 문법 핵심 요약
일 14:00~18:.00 단판승 문법 킬 포인트 100

02/05
[6주] 12만원 -> 10만원

김세현 영어 
기본심화 All In One

김세현
월,화 09:00~13:00 2023 김세현 영어 / VOCA

01/09
[8주] 28만원 -> 22만원

김세현 영어 단원별 
실전 400제

수 09:00~13:00 2023 김세현 영어 단원별 실전 400제 01/11
[8주]

16만원 -> 14만원

김태은 영어 이론
기본심화 All In One

김태은
월,화 09:00~13:00 김태은 영어 기본영문법

김태은 영어 구문독해
01/09
[8주] 28만원 -> 22만원

김태은 영어 진도별문제풀이 수,목 09:00~13:00 김태은 진도별 모의고사(개정 신판)
01/11
[8주] 32만원 -> 28만원

 
한국사

2023 노범석 
기본+심화(필기노트)반

노범석

금,토 09:00~13:00 2023 노범석 필기노트 01/13
[8주]

28만원 -> 22만원

2023 노범석 한국사 
기.필.코.(기출필수코드) 

단원별 문제풀이

목
금

09:00~13:00
14:00~18:00
(금요일 격주)

2023 노범석 한국사 기출 필수 
코드 단원별 문제집

01/12
[8주]

24만원 -> 21만원

지원 한국사 올인원 이론
박기훈

금,토 09:00~13:00 지원 한국사 한.권.끝
01/13
[8주] 28만원 -> 22만원

지원한국사 올인원 
단원별 문제풀이 1000제

금,토 14:00~18:00 지원한국사 압.축.끝 / 제본 교재 01/13
[8주]

32만원 -> 28만원

2023 간추린 선우 한국사 
ALL-IN-ONE 2배속[압축이론]

선우빈
금,토 09:00~13:00

간추린선우한국사 (개정 13판)
핵심 사료 450 (개정 13판)

01/13
[8주] 28만원 -> 22만원

선우 한국사 기적의 
문제풀이 시즌 1(단원별 300제) 금 14:00~18:00 2023 기적의 단원별 300제

01/13
[8주] 16만원 -> 14만원

정우교 한국사 입문 이론 정우교 금,토 09:00~13:00 정우교 한국사(개정 신판) 01/13
[8주]

28만원 -> 22만원

행정법

유대웅 행정법 역발상 이론집중
유대웅

월,화 14:00~18:00
최신개정판 유대웅 행정법 총론 

핵심정리
01/09
[8주] 28만원 -> 22만원

유대웅 행정법 진도별 OX 풀이 목 14:00~18:00 프린트
01/12
[8주] 16만원 -> 14만원

김태성 행정법 총론 
진도별 문제풀이

김태성 목 14:00~18:00 프린트 01/12
[6주]

12만원 ->  10만원

강성빈 행정법
Lv.1 기본이론

강성빈

월,화 14:00~18:00
강성빈 NEXT LEVEL 

행정법 총론 / 서브& 요약노트
01/09
[8주] 28만원 -> 22만원

강성빈 행정법 
Lv.4 진도별 기출풀이 Part 3 목 14:00~18:00 프린트

01/12
[4주] 8만원 16만원 

->  
14만원강성빈 행정법

Lv5. 전범위 기출풀이
목 14:00~18:00 프린트 02/09

[4주]
8만원

김정일 소방 행정법 문제풀이 김정일 목 19:00~21:50 행정법 기출문제집 EBS
01/12
[8주] 16만원 ->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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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이명훈 행정학 이론입문

이명훈

수,목
14:00~18:00
(목요일 격주) 2023 하이패스 행정학

01/11
[8주] 21만원 -> 16만원

단기간에 끝내는 행정학의 핵 월 14:00~18:00 2023 행정학의 핵
01/09
[8주] 16만원 -> 14만원

행정학 단원별 문제풀이 화 14:00~18:00
2023 단원별 적중 
예상문제 1000제

01/10
[8주] 16만원 -> 14만원

최욱진 행정학 기본심화이론
(All In One) 전범위 찍기 특강

최욱진

수,목 14:00~18:00 최욱진 행정학 기본서
01/11
[8주] 28만원 -> 22만원

최욱진 행정학 단원별 문제풀이
9급에 출제되는 7급 문제

월,화 14:00~18:00

최욱진 행정학 7급 
단원별 기출문제

01/09
[4주]

12만원
-> 10만원 24만원

->
21만원최욱진 행정학 단원별 문제풀이

천지문 기출 오엑스 풀이
최욱진 행정학 천지문 02/13

[4주]
12만원

-> 10만원

2023 김재준 단권화 행정학 
이론+문제풀이 All In One

김재준

수,목 14:00~18:00
2023 김재준 단권화 

행정학 기본서
01/11
[8주] 28만원 -> 22만원

행정학 시행처별 
실전연습 문제풀이 금 18:30~21:50 2023 김재준 단권화 

행정학 기출문제
01/13
[8주] 16만원 -> 14만원

강응범 솔루션 
행정학 All In One 강응범 금,토 14:00~18:00 솔루션 행정학

01/13
[8주] 28만원 -> 22만원

세법

신은미 공무원 세법 기출문제풀이 신은미 수
목

18:30~21:50
14:00~18:00 프린트 01/11

[8주] 32만원 -> 28만원

김용민 세법 이론입문

김용민

월 14:00~17:00 남정선 스터디맥 세법 1,2
01/09
[7주] 10만원

김용민 세법 최종 Summary 월,화 10:00~13:00 남정선 스터디맥 세법 1,2 01/09
[3주] 9만원

회계학

신은미 공무원 회계학 
예상문제풀이 신은미 화,수 14:00~18:00 공무원 회계학 예상문제집

01/10
[8주] 32만원 -> 28만원

전민식 회계학 
기본심화이론+기출문제 전민식 수,목 14:00~18:00 2022 박문각 공무원 

회계학 기본서
01/11
[8주] 32만원 -> 28만원

교육학

오현준 교육학 
기본심화 이론 + 기출문제풀이

오현준

목 14:00~18:00
2023 오현준 

정통교육학 / 단원별 기출 1278제
01/12
[8주] 14만원 -> 11만원

오현준 교육학 최종 이론 정리 및 
단원별 동형문제풀이 수 14:00~18:00 오현준교육학끝장노트+프린트 01/11

[8주] 16만원 -> 14만원

교정학

마법 객관식 교정학, 형사정책
(단원별 문제풀이+이론정리)

이준

월 14:00~18:00 아담 교정학, 형사정책 객관식
01/09
[8주] 16만원 -> 14만원

마법 교정학 이론 입문 화 14:00~18:00 출간 예정 01/10
[8주] 14만원 -> 11만원

형법

형법 All In One 기본심화 이론

최정훈 수,목

14:00~17:50 최정훈 형법총론/각론
01/11
[8주] 28만원 -> 22만원

형법 진도별 모의고사 19:00~22:00 프린트 01/11
[8주] 32만원 -> 28만원

박지용 형법 입문 이론 박지용 화 14:00~18:00 SS 형법
01/10
[8주] 14만원 -> 11만원

형소법

형사소송법 
All In One 기본심화 이론

최정훈

금,토 14:00~17:50 최정훈 형사소송법 (개정판) 01/13
[8주] 28만원 -> 22만원

형사소송법 진도별 모의고사 금,토 09:00~12:50 프린트
01/13
[8주] 32만원 -> 28만원

이준현 형사소송법 입문 이론 이준현 금 14:00~18:00 Logos 형사소송법 01/13
[8주] 14만원 -> 11만원

사회
복지학

HUMAN 사회복지학
핵심 요약 노트로 이론 마스터하기

어대훈

목,토 14:00~17:30
2023 HUMAN 사회복지학개론 

핵심요약노트
01/12
[8주] 24만원 -> 19만원

2023 어대훈 HUMAN 
사회복지학 진도별 문제풀이 

수 14:00 ~18:30

2023 휴먼 사회복지학 단원별문제집 01/11
[4주] 8만원

24만원 
-> 

21만원
2023 어대훈 HUMAN 

사회복지학 동형모의고사 프린트
02/08
[4주] 8만원

2023 어대훈 HUMAN 
사회복지학 법령특강 2023 법령특강

03/8
[4주]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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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김동빈 경제학 
심화 이론 거시, 국제경제편

김동빈 월,화 18:30~21:30 김동빈 경제학 기본서 01/16
[6주]

15만원 -> 12만원

언어
논리

 PSAT THE 언어논리
(+기본)심화과정

: Advanced Practice
김현정 월 09:00~12:00

(12:00~13:00 개별질의)
PSAT THE 언어논리 심화과정

(23년 개정판)
01/09
[7주]

14만원
-> 12만원

46만원
->

29만원
상황
판단

7급 PSAT상황판단 
기본심화이론 김영진 수 09:00~13:00

상황판단 심화유형 
단계적 마스터

01/11
[8주]

16만원
-> 12만원

자료
해석

7급 PSAT 자료해석 
기본심화이론 박성현 금 09:00~13:00 자료해석의 끝

01/13
[8주]

16만원
-> 12만원

헌법 2023 박충신 
7급 헌법 심화이론

박충신 화,목 09:00~13:00 2023 박충신 헌법 기본서 01/10
[8주]

28만원 -> 22만원

국제법 윤경철 국제법 주체편
윤경철

일 09:30~18:30 국제법 국제 조약집
객관식 문제집

01/08
[8주]

32만원 -> 28만원

국제
정치학

윤경철 국제정치학 1 토 09:30~18:30 국제정치학 상
객관식 문제집

01/07
[8주] 32만원 -> 28만원

국어

과외처럼 속성 7급 국어 
기출문제풀이

천지현

월,화 18:30~21:50 2023 EBS 기출문제집
01/09
[8주] 32만원 -> 28만원

과외처럼 속성 7급 국어 
어휘와 독해를 한번에 

(국어 규범 포함)
수,목 18:30~21:50 2023 EBS 국어전략서

01/11
[8주] 28만원 -> 22만원

군무원 국어 기본이론 월 14:00~18:00 2023 EBS 국어전략서 01/09
[8주] 16만원 -> 14만원

소방학 조동훈 소방학 전범위모의고사 조동훈 수 09:00~13:00 프린트
1월 18일

[6주] 12만원 -> 10만원

소방관
계법규

조동훈 소방관례법규 
최종 이론 정리 및 단원별 

문제풀이
조동훈 수 14:00~18:00 더 쉬운 소방관계법규

1월 4일
[8주] 16만원 -> 14만원

컴퓨터
일반

이진 컴퓨터일반/정보보호론
입문강의 이진 금 14:00~18:00 프린트물 01/13

[8주] 14만원 -> 11만원

경영학 정순진 경영학 심화이론 정순진 토 09:00~13:00 경영학연습 법문사
01/14
[8주] 16만원 -> 14만원

Half 모의고사 단과 & Package
과  목 강 의 명 교   수 시   간 교   재 개강일 수강료

국 어 전선혜 국어 아침 트렌디 
ART 하프 모의고사 전선혜 목,금 07:30~08:30 프린트

01/12
[4주]

4만원 -> 
2만원 10만원

->
4만원

영어
김세현 영어 하프 모의고사 월~수 07:30~08:30 프린트 01/09

[4주]
6만원 -> 
2만4천원

진가영 영어 하프 모의고사
[단원별 기본 문제풀이]

진가영 월~수 07:30~08:30 프린트 01/09
[4주]

6만원 -> 
2만4천원 10만원

->
4만원국 어

박혜선 국어 하프 모의고사
(목 : 문법,어휘,한자 
금 : 문학,비문학 )

박혜선 목,금 07:30~08:30 프린트 01/12
[4주]

4만원 -> 
2만원

영어 김태은 영어 하프 모의고사 김태은 월~수 07:30~08:30 프린트 01/09
[4주]

6만원 -> 2만4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