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05월 9급 지방직 문제풀이 종합반 시간표 
그 명성 그대로 합격의 지름길은 박문각에 있습니다.

※강의 시간표는 변경 될 수 있으니 개강 전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개강일
2022년 04월 07일 순차 개강

(상세 개강일 지방직 대비 단과 시간표 확인)
과정 3개월 9급 지방직 문제풀이

일반행정직 문제풀이반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09:00~13:00) - -
영어

(헤더진 / 김세현
 진가영 / 김태은)

한국사
(선우빈/박기훈)

국어
(전선혜/박혜선)

행정학
(조은종/김재준)

오후(14:00~18:00) 한국사
(노범석)

행정학
(이명훈)

행정학
(김재준)

행정법
(유대웅/김정일)

행정법
(김태성)국어

(권기태)

야간(18:40~22:00) -
국어

(강세진)
- -

＊각 과목 수강 교수 1名 선택

세무직 문제풀이반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09:00~13:00)
세법

(김용민)

영어
(헤더진 / 김세현
 진가영 / 김태은)

한국사
(선우빈/박기훈)

국어
(전선혜/박혜선)

-

오후(14:00~18:00)
한국사
(노범석)

회계학
(신은미)

-
국어

(권기태)

야간(18:40~22:00) -
국어

(강세진)
- -

＊각 과목 수강 교수 1名 선택

사회복지직 문제풀이반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09:00~13:00) -
영어

(헤더진 / 김세현
 진가영 / 김태은)

한국사
(선우빈/박기훈)

국어
(전선혜/박혜선)

-

오후(14:00~18:00) 한국사
(노범석)

사회복지학
(어대훈)

행정법
(유대웅/김정일)

행정법
(김태성)국어

(권기태)

야간(18:40~22:00) -
국어

(강세진)
- -

＊각 과목 수강 교수 1名 선택



04-05월 9급 지방직 문제풀이 종합반 시간표 
그 명성 그대로 합격의 지름길은 박문각에 있습니다.

※ 문제풀이 종합반 시간표 해당 강의 (상세 개강일 및 강의 시간 -> 지방직 대비 단과 시간표 참조)

   -국어 

      전선혜 교수 : 빅데이터 [문법,문학,독해,한자,어휘] 출제 포인트 총정리, 쾌도난마 동형모의고사 시즌2

      박혜선 교수 : [출제자의 눈으로 시험 보기 위한] 국가직, 지방직 기출 4개년 마무리 특강, 

                    혜선국어 RED DOT 파이널 동형 모의고사 시즌 2

      권기태 교수 : 기태국어 Step 4 당락을 가르는 한 문제, 기태국어 Step5. 합격을 부르는 실전 모의고사 시즌 2

       강세진 교수 : 언제나 마무리는 강세진 국어 동형 모의고사 시즌5, 언제나 마무리는 강세진 국어 동형 모의고사 시즌6

    

     -영어 

       헤더진 교수 : 헤더진 영어 지방직 동형모의고사

       김세현 교수 : 김세현 영어 지방직 동형모의고사

       진가영 교수 : 진가영 영어 지방직 동형모의고사

       김태은 교수 : 김태은 영어 지방직 대비 어휘,문법 4주 집중 훈련, 김태은 영어 지방직 동형 모의고사

     

     - 한국사 

        노범석 교수 : 지방직 대비 기출+동형 문제풀이

        선우빈 교수 : 지방직 대비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12, 선우 한국사 지방직 대비 동형모의고사, 지방직 대비 파이널 특강

        박기훈 교수 : 지방직 5개년 미러링& 더블 미러링 모의고사 10회, 전 범위 대통합 모의고사 15회

     - 행정법

        유대웅 교수 : 유대웅 지방직 대비 동형모의고사

       김태성 교수 : 김태성 행정법 지방직 대비 동형모의고사

       김정일 교수 : 김정일 행정법 지방직 동형 모의고사 & 최신 판례

     - 행정학

       이명훈 교수 : 2022 지방직 대비 이명훈 행정학 동형모의고사

       조은종 교수 : 지방직 대비 포스행정학 예상 테마 핵심정리, 지방직 대비 포스행정학 동형모의고사, 

                    지방직 대비 포스행정학 파이널 찍기특강

     - 세법 

        김용민 교수 : 김용민 세법 지방직 동형 모의고사

     - 회계학 

         신은미 교수 : 2022 지방직 대비 신은미 회계학 동형모의고사

     - 사회복지학 

         어대훈 교수 : 사회복지학 고득점 동형모의고사



05-06월 9급 이론 종합반 시간표 No.220506

그 명성 그대로 합격의 지름길은 박문각에 있습니다.

개강일 2022년 05월 09일(월) 과정(2개월) 9급 이론 마스터반 / 순환반

일반행정직 2개월 이론 과정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09:00~13:00) 영어
(헤더진/김세현/진가영/김태은)

국어
(전선혜/박혜선/강세진/권기태)

한국사
(노범석/선우빈/박기훈)

오후(14:00~18:00) 행정법
(유대웅/김태성)

행정학
(김재준)

행정학
(이명훈)

행정학
(조은종

이명훈_격주)

행정학
(조은종)

＊각 과목 수강 교수 1名 선택

교육행정 2개월 이론 과정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09:00~13:00) 영어
(헤더진/김세현/진가영/김태은)

국어
(전선혜/박혜선/강세진/권기태)

한국사
(노범석/선우빈/박기훈)

오후(14:00~18:00) 행정법
(유대웅/김태성)

- -

＊각 과목 수강 교수 1名 선택

＊교육학 오현준T 이론 과정 동영상 대체 제공

교정직 2개월 이론 과정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09:00~13:00) 영어
(헤더진/김세현/진가영/김태은)

국어
(전선혜/박혜선/강세진/권기태)

한국사
(노범석/선우빈/박기훈)

오후(14:00~18:00) 교정학
(이준)

형사소송법
(최정훈)

＊국어/영어/한국사 각 과목 수강 교수 1名 선택

세무직 2개월 이론 과정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10:00~13:00) 영어
(헤더진/김세현/진가영/김태은)

국어
(전선혜/박혜선/강세진/권기태)

한국사
(노범석/선우빈/박기훈)

오후(14:00~18:00) 세법
(김용민)

회계학
(신은미)

-

야간(18:30~21:50) - - 회계학
(신은미)

-

＊국어/영어/한국사 각 과목 수강 교수 1名 선택



05-06월 9급 이론 종합반 시간표 No.220506

그 명성 그대로 합격의 지름길은 박문각에 있습니다.

※강의 시간표는 변경 될 수 있으니 개강 전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검찰직 2개월 이론 과정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09:00~13:00) 영어
(헤더진/김세현/진가영/김태은)

국어
(전선혜/박혜선/강세진/권기태)

한국사
(노범석/선우빈/박기훈)

오후(14:00~18:00) - 형법
(최정훈)

형사소송법
(최정훈)

＊국어/영어/한국사 각 과목 수강 교수 1名 선택

사회복지직 2개월 이론 과정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09:00~13:00) 영어
(헤더진/김세현/진가영/김태은)

국어
(전선혜/박혜선/강세진/권기태)

한국사
(노범석/선우빈/박기훈)

오후(14:00~18:00) 행정법
(유대웅/김태성)

- -

＊ 각 과목 수강 교수 1名 선택

＊사회복지학 어대훈T 이론 과정 동영상 대체 제공

고용노동직 2개월 이론 과정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09:00~13:00) 영어
(헤더진/김세현/진가영/김태은)

국어
(전선혜/박혜선/강세진/권기태)

한국사
(노범석/선우빈/박기훈)

오후(14:00~18:00) 행정법
(유대웅/김태성)

- -

＊ 각 과목 수강 교수 1名 선택

＊ 노동법 김광훈T 이론 과정 동영상 대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