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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영어시험의 판을 뒤집을  

지텔프
공무원, 군무원, 외교관, 경찰, 카투사, 행정고
시, 입법고시, 모든 국가자격증(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호텔 관련 자격증, 감정평가사 
등), 취업 합격영어 G-TELP!

G-TELP NEW
기출문제집 수록

총 6,000원
할인쿠폰 포함 ★6 획득권 

쿠폰 포함
500원보와

20만 금화 지급권

응시료 
50% 할인 쿠폰

주중 3시간 
무료 이용권

지텔프 교육의 모든 것!  지텔프에듀   www.gtelpedu.com

취업, 공무원, 경찰, 군무원, 카투사, 국가 자격증 필수영어! 

쉽고 빠른 G-TELP

카투사 합격영어!

지텔프! 

등록금 대출자
응시료 30% 할인!

57,200원      40,000원

G-TELP 대학생, 졸업인증 시험
응시료 33% 할인!

57,200원        38,500원

나는 지텔프 73점으로 카투사 간다~~

어학성적표 제출 필수!!!

·기획기사 / 지텔프???

·지텔프 교육업체 탐방 / 지텔프에듀, 시원스쿨LAB  

·신세계, 한화, CJ 등 대기업, 지텔프 스피킹, 라이팅
으로 채용  

·한 눈에 보는 2019년 공공기관 채용일정 

·토익과 지텔프, 무엇이 다른가? 

·지텔프 솔직후기 



지텔프가 취준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취준생이면
得돼지~

지텔프가 취준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면이면
돼지~돼지~

청년지원금으로 
지텔프 시험 응시해서 성적표도 득하고, 
해피머니 7만원 상품권도 득하자.

＊ 이벤트기간 : 
 2019년 3월 1일 9:00 ~ 5월 31일 18:00 까지

＊ 이벤트 대상 시험 :
 G-TELP Speaking 또는 Writing 평일시험(월~금 시행)

＊ 이벤트 대상 : 
 만 18세~34세 미취업 청년라면 누구나.

＊ 이벤트 경품 : 
 해피머니(7만원 상당 상품권) 

＊ 이벤트 참여방법 : 
 이벤트 기간에 G-TELP Speaking, Writing 평일시험을
 접수하고 응시한 수험자에게 응시일 10일 후에 해피머니 상품권 발송     
 (해피머니 상품권은 이벤트 참여시 입력해주신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

www.gtelp.co.kr

  
 시

 시행 및 운영 : ㈜솜미디어  l  www.gtelpjr.co.kr  l  문의 : 02-3667-1352

취준생 지원 BIG EVENT!

대표적인 주니어 글로벌 영어시험 G-TELP Jr.

지텔프주니어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용영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올바른 학습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ITSC에서 개발된 주니어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영어테스트

초, 중학생에게 꼭 필요한 단어들로 구성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5단계의 Level로 구성

총 약 30분 ~ 50분 소요 / 절대평가 방식

대상: 초등학교 1~6학년 / 중학교 1~3학년

新 영어 교과 핵심(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과 

 가장 부합되는 영어 평가시스템

개인별 상세한 성적표 및 합격 인증서 발행



지텔프 고득점 전략가!

켈리 교수

www.gtelpedu.com

32점 완성
실전 문제를 통해

Part별로 완성하는 G-TELP

65점 완성
퀵 지텔프 공식문제집

실전대비
G-TELP 실전모의고사

47점 완성
Final 실전 G-TELP 2급

취업, 공무원, 경찰, 군무원, 카투사, 국가 자격증 합격영어 G-TELP! 
지텔프의 모든 것! 지텔프에듀 

지텔프는

켈리가

진리!

지텔프 전략 전문가 켈리의
빠르게 끝내는 지텔프!



Job & G-TELP 

문의 : marketing@gtelp.co.kr / Tel : 070-4174-0280 

 *본 매체는 비매품이며 정기간행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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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텔프???
글로벌 영어시험
G-TELP 전격해부~

G-TELP와 타시험 점수 대비표(Level 2 기준)

성적활용 비교표

G-TELP 점수 TOEIC 점수
TOEFL(IBT)  

점수

99 969 111~112

95 940 106~108

90 903 105

85 867 100

80 830 94~95

구분
TOEIC 

(990점 만점)

G-TELP 
(Level2   

100점 만점)

국가공무원 5, 7급 700 65

외교관 후보자 870 88

국가공무원 7급 지역인재 
(외무영사직렬)

700 77

국가공무원 7급 지역인재 700 65

경찰공무원(순경) 가산점 600 48점 이상 부터

입법고시 
(일반행정, 법제, 재경)

700 65

법원 행정고시 700 65

소방간부 후보생 625 50

경찰간부 후보생 625 50

군무원
5급 700 
7급 570 
9급 470

5급 65 
7급 47 
9급 32

구분
TOEIC 

(990점 만점)

G-TELP 
(Level2    

100점 만점)

카투사 780 73

변리사 775 77

세무사 700 65

공인노무사 700 65

공인회계사 700 65

관광통역안내사 760 74

호텔경영사 800 79

호텔관리사 700 66

호텔서비스사 490 39

감정평가사 700 65

외국어 번역 행정사 Writing 150점 Writing 3급

G-TELP 점수 TOEIC 점수
TOEFL(IBT)  

점수

75 793 88~89

70 757 83

65 713 76

60 676 72~73

50 603 64

지텔프의 장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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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텔프와 토익과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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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텔프 총론~~
절대평가, 총 90분, 80문항, 100점 만점, 5일후 성적 발표,  
쉽고 빠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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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텔프 생생후기] 

지텔프에듀 켈리강사의 제387회 정기시험 후기 

지난 2월 24일 제387회 지텔프 정기시험이 치러졌다. 문법과 청

취는 평소와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였지만, 시제와 준동사에서 수험

생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을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독해는 part 2와 

part 3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문의 난이도보

다는 매력적인 오답이 많아서 꼼꼼하게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았

다. 그럼 지텔프 387회 총평을 시작하겠다. 

각 파트별 문항 분석

① 문법

문법은 총 26문항으로 평소와 마찬가지로 시제 6문제, 가정법 6

문제, 준동사 5문제, should 생략 3문제, 접속사와 관계사 그리

고 조동사가 각각 2문제씩 출제되었다. 가정법은 간단한 법칙만

으로 풀 수 있었다. 도치와 혼합 가정법 등은 출제되지 않았다. 시

제는 if절에 현재시제가 나오고 주절의 시제를 묻는 문제가 나왔

다. 선택지에 미래와 미래진행형이 있었는데, 그날 하고 있는 중일 

확실한 일을 언급해서 미래진행시제가 더 적절했다. 그 외에는 at 

the moment, when, for 등의 단서가 나왔다. at the moment

는 now의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을 써야했다. Should 생략

은 ‘insist, important, suggest’가 출제되었다. 지난번과 달리 선

택지에 should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준동사 5문제 중 2문제는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준동사 문제 중 

목적어 뒤에 동명사를 써야 할지 부정사를 써야 할지는 빈출 유형

이기 때문에 많이 맞추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부사적용법

은 좀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준동사의 목적어를 묻

는 동사는 ‘involve, recommend, consider’이 출제

되었다. 조동사 관련 문제는 당뇨병과 관련해 약을 

섭취하라는 충고가 나와 should가 적절했고, 일정 

나이가 되면 카지노에 입장할 수 있다고 하여 can

이 적절했다. 접속사는 사고가 난 사람을 걱정해 가

는 곳마다 함께 간다는 내용으로 wherever가 

출제되었고, 쌍둥이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부연 설명하여 in fact가 출제되었다. 관계

대명사는 2문제가 출제되었다. 그 중 한 

문제는 bridge를 행사로 하고 뒷문장

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

서 which와 that이 가능했는데, 그 

모두가 선택지에 있었다. 지텔프에

서는 which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which를 고르면 맞는 문제였다. 다른 한 문제는 선행사가 one이

었다.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면서 풀어야했

다.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who를 쓰면 적절했다. 

② 청취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청취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전체적으로 소재에 있어서는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소재는 등장하지 않았다. Part 1에서는 Hannah와 Kent가 부모님

의 결혼기념일에 서프라이즈를 계획하는 내용이었다. Part 2에서

는 캘리그라피 워크샵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되었다. Part 3에서는 

Mary와 Jake가 새집을 구입할지 리모델링을 해야 할지에 대해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 진행되었다. Part 4에서는 혼자 여행

하는 팁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되었다.

③ 독해 

Part 1에서는 Pablo neruda의 생애가 출제되었습니다. 어휘는 

conceal과 동의어로 hide, succeeding과 동의어로 following이 

출제되었다. Part 2에서는 탈모와 관련한 치료약 개발에 대한 내

용이 나왔다. 어휘는 promote와 동의어로 boost, controlling과 

동의어로 decreasing이 출제되었다. Part 3은 개인적으로 수험

생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했을 정도로 매력적인 오답들이 많

이 존재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석해야 했었다. 따라서 평소에 단

어를 열심히 외우고 구문연습을 열심히 한 수험생들이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다. 어휘는 close가 friendly와 동의어로 perilous

가 risky와 동의어로 출제되었다. 또한 should have p.p 또

는 shouldn’t have p.p등과 관련된 조동사 표현이 선지에 

나와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생각이 든다. Part 4는 

주택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해결해줄 것을 촉

구해주는 서신이 출제되었다. 어휘는 solve와 동의어로 

correct, refuse와 동의어로 decline이 출제되었다. 

32점이 목표라면 쉬운 문법 위주의 공부가 효과가 있

지만, 고득점이 목표인 분들은 문법에서 변별력 있

는 문제들을 맞춰야 한다. 또한 어휘와 구문 독

해 실력으로 꼼꼼히 무장하시어 독해에서 점

수를 획득해야 청취에서 상대적으로 부담

을 줄일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

는 점수를 꼭 획득하길 바란다. 

지텔프 교육업체 탐방(1)

지텔프에듀

이기 때문에 많이 맞추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부사적용법

은 좀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준동사의 목적어를 묻

는 동사는 ‘involve, recommend, consider’이 출제

되었다. 조동사 관련 문제는 당뇨병과 관련해 약을 

섭취하라는 충고가 나와 should가 적절했고, 일정 

나이가 되면 카지노에 입장할 수 있다고 하여 can

이 적절했다. 접속사는 사고가 난 사람을 걱정해 가

는 곳마다 함께 간다는 내용으로 wherever가 

출제되었고, 쌍둥이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부연 설명하여 in fact가 출제되었다. 관계

대명사는 2문제가 출제되었다. 그 중 한 

문제는 bridge를 행사로 하고 뒷문장

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

서 which와 that이 가능했는데, 그 

모두가 선택지에 있었다. 지텔프에

서는 which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다. 어휘는 close가 friendly와 동의어로 perilous

가 risky와 동의어로 출제되었다. 또한 should have p.p 또

는 shouldn’t have p.p등과 관련된 조동사 표현이 선지에 

나와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생각이 든다. Part 4는 

주택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해결해줄 것을 촉

구해주는 서신이 출제되었다. 어휘는 solve와 동의어로 

correct, refuse와 동의어로 decline이 출제되었다. 

32점이 목표라면 쉬운 문법 위주의 공부가 효과가 있

지만, 고득점이 목표인 분들은 문법에서 변별력 있

는 문제들을 맞춰야 한다. 또한 어휘와 구문 독

해 실력으로 꼼꼼히 무장하시어 독해에서 점

수를 획득해야 청취에서 상대적으로 부담

을 줄일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

는 점수를 꼭 획득하길 바란다. 

 리

지텔프에듀 스타 강사진

본격적인 3월 채용 시즌을 앞두고 단기간에 지텔프 고득점을 완성

하고자 하는 수험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지텔프에듀는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지텔프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지텔프에듀는 지텔프, 지텔프 스피킹, 지텔프 라이팅 등 시험 대비

를 위한 종합교육 브랜드다.지텔프 스피킹과 지텔프 라이팅을 유일

하게 제공하고 있는 지텔프 전문 교육 사이트로 입문자부터 고득점

자까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지텔

프 외에도 어학 분야, 자격증 분야, 취업 분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강의와 교재를 제공중이다.          

   

지텔프에듀의 콘텐츠 중 단연 인기 만점 콘

텐츠는 <Final 실전 G-TELP 2급>과 <퀵지

텔프 65점완성>을 꼽을 수 있다. 지텔프 점

수가 오르지 않는 초,중급자는 <Final 실전 

G-TELP 2급>을 통해 이론

과 실전 모의고사로 한 번

에 학습하여 고득점까지 도

약할 수 있다. 또한, 수험생

들이 어려워하거나 취약하

여 놓친 부분을 꼼꼼하게 학

습할 수 있도록 동영상 강의 

연계 학습, MP3 파일 콘텐

츠도 제공한다. 

지텔프에듀 수강생의 높은 

평가와 고득점 후기를 배출

하는 켈리 강사는 문법 출제 유형을 파악하여 ‘G-Grammar(40개 

법칙)’을 통해 정답 가이드라인을 알려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

서 기초가 없는 수강생도 단기간에 지텔프 48점 이상의 점수를 받

을 수 있어 수강생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장 최근에 출간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퀵지텔프 65점 완성

> 교재와 강의는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해 개발된 기출 유형 모의고

사 수험서로 실전 감각을 향상시키고, 각 문항마다 문제 유형이 무

엇인지 파악하며 학습하도록 기획되었다. 해설에서는 차별화된 심

층 해설을 제공하고, 지문일부 단서로 세부사항을 추론하는 문제와 

같은 고난이도 문제 접근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퀵지텔프 

65점 완성> 교재는 수험생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수 어휘 

800개’ 섹션을 구성했다. 시험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빈출 어휘의 경

우 따로 표시한 것이 특징이다.

  

<퀵지텔프 65점 완성> 교재와 강의를 구매한 수험생들은 지텔프에

듀에서 문법 특강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퀵지텔프 

65점 완성> 교재의 MP3 파일을 소음버전/일반버전을 무료로 제공

한다. 고사장 소음버전 MP3는 지텔프 고사장에서 발생하는 기침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매미소리 등 다양한 소음으로 인해 리스닝 

실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출시했다.

     

강좌를 촬영한 김태은, 임형미(켈리), 김윤성 3명의 강사는 공무원 

영어, 군무원 영어, 어학 시험 콘텐츠 등을 바탕으로 다년간의 경력

을 소유한 유명한 강사진들로 지텔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이해

를 돕고, 교재와 연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현재 지텔프에듀에서는 매번 정기시험 총평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정기시험이 끝난 그 다음날 월요일 오후 2시에 유튜브 채널에서 실

시간 라이브 총평강의를 진행한다. 총평강의는 지텔프 정답 확인과 

자신의 점수를 예측할 수 있어 많은 수험생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매번 총평에서는 강사의 오답 설명, 난이도, 문제 유형

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텔프에듀 관계자들은 지텔프 수험생들에게 신선하고 재미있는 

이벤트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험생들과 소통하기 위한 채

널을 다각화 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수험

생들에게 지텔프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는 키를 제공하기 위해 앞

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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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ELP
Speaking 
G-TELP Speaking은 ITSC(국제테스트연구원)의 평가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

된 구술시험으로 표준화된 기준에 의하여 Native Speaker가 녹음한 질문을 

듣고 수험자가 답을 녹음하는 「Simulated Oral Proficiency Interview」 방식

을 통해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기준으로 수험자의 말하기 능력을 객관적

으로 평가합니다. 

G-TELP
Writing 
G-TELP Writing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쓰기능

력을 평가하며 영어쓰기에 있어서 올바른 구성과 표현, 문체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작문주제 및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TELP Speaking TOEIC Speaking

Level 1 Authentic Level 8

Level 2 High-Advanced
Level 7

Level 3 Advanced

Level 4 High-Intermediate
Level 6

Level 5 Intermediate

Level 6 Low-Intermediate Level 5

Level 7 High-Basic Level 4

Level 8 Basic Level 3

Level 9 Low-Basic Level 2

Level 10 Beginner-Basic Level 1

OPIc

Advanced Low

Intermediate High

Intermediate Mid

Intermediate Low

Novice High

Novice Mid

Novice Low 

G-TELP Speaking과 타시험 점수 대비표

G-TELP Writing
Proficiency Level

TOEIC Writing

Writing Level Scaled Score

Level 1 Authentic

7

170 and above

Level 2 High-Advanced 160

Level 3 Advanced 150

Level 4 High-Intermediate 140

Level 5 Intermediate

6

130

Level 6 Low-Intermediate 120

Level 7 High-Basic 110

Level 8 Basic

5

100

Level 9 Low-Basic 90

Level 10 Beginner-Basic 80

Level 11 No Mastery 4 and below 70 and below

G-TELP Writing과 타시험 점수 대비표

신세계, 한화, CJ 등 
대기업, 지텔프 스피
킹, 라이팅으로 채용
한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영어실력을 필수로 요구하

는 대기업이 늘어나면서 취업준비생의

지텔프 스피킹, 라이팅(G-TELP Speaking, 

G-TELP Writ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신세계, 한화, CJ, SK 등 대기업에서 지텔

프 스피킹, 라이팅 성적을 입사지원시 기재하

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지텔프 시험 운영사인 한국지텔프는 상반기 채

용을 앞두고 급하게 스피킹, 라이팅 어학성적

이 필요한 취업준비생을 위해 지텔프스피킹, 

라이팅 정기시험을 매일(월~금) 시행하고 있으

며 전국 시행은 월 1회 진행하고 있다. 

한국지텔프 관계자는 “지텔프스피킹, 라이팅은 일

상생활 및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용하는 말

하기, 쓰기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채용뿐만 아

니라, 승진과 이직에도 활용되고 있는 시험이다”고 

말했다.

지텔프스피킹, 라이팅 시험시간은 각각 스피킹 약 

30분, 라이팅 약 60분 동안 진행되며, 스피킹은 11

개 파트 30여개의 질문, 라이팅은 5개 파트로 구성

돼 있다. 수험자는 지텔프 홈페이지에서 지텔프스

피킹과 라이팅 시험 진행방법, 문제유형 등 무료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텔프스피킹, 라이팅 시험접수와 성적 발

표는 지텔프스피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기 활용현황은 업체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있습니다.

G-TELP(Level2), G-TELP Speaking, G-TELP Writing 활용현황

특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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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2019년 공공기관 채용일정
제  

기업명 시기 규모 연봉(천원)

부산항만공사 2월 2명 32,312

울산항만공사 5월 3명 41,980

인천항만공사 미정 9명 34,000

한국교통안전공단 5월 미정 37,873

한국국토정보공사 4월 262명 39,639

도로교통공단 3월 75명 32,670

인천국제공항공사 미정 70명 43,987

한국감정원 7월 25명 40,510

한국공항공사 8월 80명 33,852

한국도로공사 3월 미정 34,305

한국수자원공사 1월 200명 35,600

한국시설안전공단 3월 40명 38,325

한국철도공사 1월 1,855명 32,000

한국철도시설공단 10월 37명 35,345

한국토지주택공사 미정 263명 29,020

코레일유통㈜ 7월 13명 30,471

코레일관광개발㈜ 4월 60명 22,261

코레일네트웍스㈜ 1월 11명 27,690

코레일로지스㈜ 4월 14명 26,000

코레일테크㈜ 2월 5명 25,793

공무원연금공단 4월 18명  32,620

국민연금공단 3월 271명 32,604

근로복지공단 미정 450명 29,23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월 14명 34,749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3월 17명 37,0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월 40명 32,550

한국산업인력공단 미정 80명 31,87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월 65명 33,000

한국고용정보원 8월 64명 37,0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월,8월 604명 36,000

국민건강보험공단 3월 미정 30,855

기술보증기금 9월 50명 43,800

서민금융진흥원 1월 16명 39,115

기업명 시기 규모 연봉(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4월 20명 39,000

한국벤처투자㈜ 4월 15명 41,375

한국산업은행 9월 미정 48,000

한국수출입은행 9월 미정 44,101

한국예탁결제원 7월 40명 43,119

한국투자공사 9월 12명 40,000

(재)우체국금융개발원 3월 3명 36,671

신용보증기금 9월 112명 43,700

예금보험공사 9월 25명 40,917

IBK기업은행 3월 200명 48,000

한국자산관리공사 9월 62명 40,802

한국주택금융공사 6월 43명 41,00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미정 5명 이내 40,011

국립생태원 2월 91명 37,65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4월 5명 29,0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9월 35명 이내 34,444

한국마사회 3월 50명 40,640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월 100명 이내 32,440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미정 34명 32,49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월 7명 24,092

한국환경공단 3월 150명 32,9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월 5명 40,906

국립공원관리공단 5월 24명 33,432

한국농어촌공사 8월 385명 30,720

그랜드코리아레저㈜ 3월 54명 43,0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5월 미정 32,360

한국관광공사 미정 미정 32,260

한국국제교류재단 2월 5명 31,873

한국국제협력단 1월 28명 32,880

한국소비자원 3월,10월 42명 36,55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0월 5명 40,000

시청자미디어재단 2월,5월 19명 25,992

㈜강원랜드 2월 50명 34,630

기업명 시기 규모 연봉(천원)

아시아문화원 2월 4명 35,46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월 23명 30,2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정 50명 이내 32,893

선박안전기술공단 3월 54명 35,12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미정 7명 34,73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월 11명 33,288

중소기업진흥공단 3월 40명 38,00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월 6명 28,14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월 15명 37,14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월 4명 37,29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월 12명 34,000

한국임업진흥원 1월 12명 30,069

한국인터넷진흥원 4월 16명 37,520

한국정보화진흥원 3월 19명 35,511

한국콘텐츠진흥원 10월 12명 30,767

한국산업단지공단 3월 28명 41,500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월 10명 34,619

전략물자관리원 1월 5명 30,32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3월 9명 32,366

한국가스기술공사 3월 77명 36,796

한국가스안전공사 1월 91명 34,860

한국남부발전㈜ 미정 미정 39,30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9월 3명 27,0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0월 47명 45,69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월 17명 이내 37,480

한국전기안전공사 1월,6월 200명 33,383

한국전력거래소 1월 38명 38,520

한국전력기술 7월 미정 34,485

한국중부발전㈜ 미정 미정 38,143

한국지역난방공사 8월 미정 31,800

한전원자력연료 미정 미정 33,000

한국남동발전㈜ 미정 미정 39,000

기업명 시기 규모 연봉(천원)

한국동서발전㈜ 3월 30명 39,673

한국서부발전㈜ 미정 미정 39,000

한국석유공사 미정 미정 36,781

한국수력원자력㈜ 미정 미정 39,000

한국전력공사 3월 1,347명 34,981

한전KDN㈜ 3월 135명 31,017

한전KPS㈜ 3월 미정 35,952

한국가스공사 4월 148명 41,60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월 5명 미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4월 8명 40,030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미정 미정 36,754

국방과학연구소 미정 95명 45,20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8년 12월 22명 이내 44,221

한국과학창의재단 미정 미정 41,57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월 7명 44,000

한국법제연구원 5월 3명 32,1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월 25명 32,33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월 8명 37,317

한국과학기술원 1월 22명 49,88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월 60명 이내 38,784

(재)중소기업연구원 미정 - 30,000

국가수리과학연구소(NIMS) 6월 - 41,26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월 34명 미정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2월 13명 이내 44,46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정 미정 43,73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미정 25명 41,25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월 5명 39,049

한국세라믹기술원 3월 - 41,203

한국원자력연구원 4월 59명 48,94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미정 10명 24,729

한국천문연구원 3월 4명 40,33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월 9명 38,827

각 기업 공채자료 및 기업분석 자료는 잡코리아 공채속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job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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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과 지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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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지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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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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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스쿨LAB은 시원스쿨의 시험영어 대비 전문 브랜드이며, 지텔프 뿐만 아니라 토익, 토스, 오픽, 텝스, 아이엘츠와 같은 공인 

영어시험 컨텐츠를 제작하여 강의 및 교재로 판매하고 있다. 각 시험의 기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류(categorization), 

재배치(rearrangement), 예측(prediction)의 과정을 통해 시원스쿨LAB만의 강력한 영어 시험 컨텐츠가 개발된다. 이러한 과

정을 거친 컨텐츠로 <빅지텔프> 시리즈를 포함하여 <빅토익>, <빅토스>, <빅오픽>, <빅텝스>, <빅아이엘츠> 시리즈가 왕초보 입

문부터 기초, 기본, 정규, 실전 레벨까지 제작되어 있다. 

시원스쿨LAB의 모든 컨텐츠는 시원스쿨어학연구소에서 제작되며, 시원스쿨어학연구소는 지텔프, 토익, 텝스 베스트셀러 집필

진과 토익 990점 만점자, 지텔프, 토익, 토플, 텝스 아이엘츠 등 공인 영어시험 컨텐츠 개발 경력 9년의 원어민 전문 연구원, 미

국 및 호주의 명문 대학원 석사 출신 영어 테스트 전문가들이 포진한 영어시험 연구 전문 조직이다. 시원스쿨어학연구소의 연구

원들은 매월 G-TELP는 물론, TOEIC,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등 주요 영어 시험에 응시하여 시험에 나온 모

든 문제를 철저하게 해부, 분석함으로써 최신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으며, 시험 별 기출문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빠르

고 효율적인 고득점이 가능한 학습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년간 축적된 베스트셀러 집필 노하우를 더해, 적중

률 높은 시험영어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시원스쿨어학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는 수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 ‘2017 헤럴드 선정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브랜드 대상’, ‘2018 포브스 코리아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외국어 교육부문’에서 당당히 1

위를 거머쥔 바 있다. 현재 온/오프라인상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시원스쿨LAB의 컨텐츠를 알리고 있으

며, 알찬 지텔프 설명회와 체계적인 온라인 스터디(예정)로 전국의 지텔프 수험생들을 찾아가고 있다. 

<빅지텔프>는 시원스쿨어학연구소에서 지텔프 시장에 진출하여 내놓은 G-TELP 전문 브랜드이다. 

시원스쿨LAB은 지텔프코리아와 공식 제휴를 맺고 2018년 3월, 『빅지텔프 G-TELP 실전 모의고사 

6회분(Level 2)』을 출간하였으며, 출간과 동시에 많은 사랑을 받아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 유

명 서점에서 지텔프 도서 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였다.  이어 출제 포인트 집중 훈련으로 지텔

프 문법을 한권으로 끝내는 교재인  『빅지텔프 문법』을  출간하였다. 이 『빅지텔프 문법』은 지텔프코

리아에서 공식 출제한 10회분과 시원스쿨어학연구소가 개발한 3회분의 실전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출제포인트 학습 뿐만 아니라 충분한 실전 연습까지 가능하다. 

현재 시원스쿨LAB에서 이 두 교재의 동영상 강의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빅지텔프 

원패스> 패키지를 이용하면 한꺼번에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다. 강좌를 맡은 지텔

프 전문 곽지영 강사는 지텔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영어, 텝스 등을 다년간 강의해 온 베

테랑 강사이다. 

시원스쿨어학연구소의 지텔프 연구원들은 매달 지텔프 시험에 응시하며 지속적으로 기

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3월 출간을 목표로 『빅지텔프 독해』를 개발

중이다. 앞으로 시원스쿨LAB은 지텔프 레벨테스트 뿐만 아니라 『빅지텔프 기본서』, 『빅지텔프 

보카』 등 빅지텔프 라인업을 완성하여 지텔프 수험생들의 학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며 

수험생들이 보다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지텔프 교육업체 탐방(2) LAB시원스쿨
Lab.siwonschool

LAB시원스쿨
프리미엄 영어시험 서비스

#기출 빅데이터
#왕초보
#인강 전문

소비자 신뢰브랜드 대상’, ‘2018 포브스 코리아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외국어 교육부문’에서 당당히 1

위를 거머쥔 바 있다. 현재 온/오프라인상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시원스쿨LAB의 컨텐츠를 알리고 있으

며, 알찬 지텔프 설명회와 체계적인 온라인 스터디(예정)로 전국의 지텔프 수험생들을 찾아가고 있다. 

<빅지텔프>는 시원스쿨어학연구소에서 지텔프 시장에 진출하여 내놓은 G-TELP 전문 브랜드이다. 

시원스쿨LAB은 지텔프코리아와 공식 제휴를 맺고 2018년 3월, 『빅지텔프 G-TELP 실전 모의고사 

6회분(Level 2)』을 출간하였으며, 출간과 동시에 많은 사랑을 받아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 유

명 서점에서 지텔프 도서 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였다.  이어 출제 포인트 집중 훈련으로 지텔

프 문법을 한권으로 끝내는 교재인  『빅지텔프 문법』을  출간하였다. 이 『빅지텔프 문법』은 지텔프코

리아에서 공식 출제한 10회분과 시원스쿨어학연구소가 개발한 3회분의 실전문제를 포함하고 

현재 시원스쿨LAB에서 이 두 교재의 동영상 강의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빅지텔프 

원패스> 패키지를 이용하면 한꺼번에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다. 강좌를 맡은 지텔

프 전문 곽지영 강사는 지텔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영어, 텝스 등을 다년간 강의해 온 베

시원스쿨어학연구소의 지텔프 연구원들은 매달 지텔프 시험에 응시하며 지속적으로 기

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3월 출간을 목표로 『빅지텔프 독해』를 개발

중이다. 앞으로 시원스쿨LAB은 지텔프 레벨테스트 뿐만 아니라 『빅지텔프 기본서』, 『빅지텔프 

보카』 등 빅지텔프 라인업을 완성하여 지텔프 수험생들의 학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며 
시  G-T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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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텔프 미리 체험하기~

GㆍTELP LEVEL 2

문제구성

GRAMMAR SECTION  ● 27

LISTENING SECTION  ● 33

READING AND VOCABULARY SECTION ● 39

정답 ● 48

G

2 문

2
2 문

 
2 문

L TE G E G

총 문항 / 약 분 

┃4지선다형 질문    문법, 청취, 독해 및 어휘    

┃실제 시험과 같이 시   문제  시  

20190218_지텔프 광고7.indd   1 2019-02-18   오후 4:13:54

NEW G-TELP 
2급 기출문제집 시리즈 ①

기출문제에 대한 청취 MP3 파일과 상세한 해설은 
지텔프에듀 홈페이지(무료 회원가입)의  

무료강의/자료 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www.gtelp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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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 R E C T I O N S
T              

          T     

      

Example

T                                      

 

 

 

  

T                

   

LEVEL 2

G SE T

회 차 시험일자
(오후 3:00)

성적 발표일
(오후 3:00)

접수기간 추가 접수기간

제 388 회 2019-03-10 (일) 2019-03-15 (금) 2019-02-15 ~ 2019-02-22 ~ 2019-02-27

제 389 회 2019-03-24 (일) 2019-03-29 (금) 2019-03-01 ~ 2019-03-08 ~ 2019-03-13

제 390 회 2019-04-07 (일) 2019-04-12 (금) 2019-03-15 ~ 2019-03-22 ~ 2019-03-27

제 391 회 2019-04-21 (일) 2019-04-26 (금) 2019-03-29 ~ 2019-04-05 ~ 2019-04-10

제 392 회 2019-05-12 (일) 2019-05-17 (금) 2019-04-12 ~ 2019-04-26 ~ 2019-05-01

제 393 회 2019-05-26 (일) 2019-05-31 (금) 2019-05-03 ~ 2019-05-10 ~ 2019-05-15

제 394 회 2019-06-09 (일) 2019-06-14 (금) 2019-05-17 ~ 2019-05-24 ~ 2019-05-29

제 395 회 2019-06-23 (일) 2019-06-28 (금) 2019-05-31 ~ 2019-06-07 ~ 2019-06-12

제 396 회 2019-07-07 (일) 2019-07-12 (금) 2019-06-14 ~ 2019-06-21 ~ 2019-06-26

제 397 회 2019-07-21 (일) 2019-07-26(금) 2019-06-28 ~ 2019-07-05 ~ 2019-07-10

제 398 회 2019-08-04 (일) 2019-08-09 (금) 2019-07-12 ~ 2019-07-19 ~ 2019-07-24

제 399 회 2019-08-18 (일) 2019-08-23(금) 2019-07-26 ~ 2019-08-02 ~ 2019-08-07

제 400 회 2019-09-08 (일) 2019-09-11 (수) 2019-08-09 ~ 2019-08-23 ~ 2019-08-28

제 401 회 2019-09-22 (일) 2019-09-27(금) 2019-08-30 ~ 2019-09-06 ~ 2019-09-11

제 402 회 2019-10-06 (일) 2019-10-11(금) 2019-09-13 ~ 2019-09-20 ~ 2019-09-25

제 403 회 2019-10-20 (일) 2019-10-25(금) 2019-09-27 ~ 2019-10-04 ~ 2019-10-09

제 404 회 2019-11-03 (일) 2019-11-08 (금) 2019-10-11 ~ 2019-10-18 ~ 2019-10-23

제 405 회 2019-11-17 (일) 2019-11-22 (금) 2019-10-25 ~ 2019-11-01 ~ 2019-11-06

제 406 회 2019-12-01 (일) 2019-12-06 (금) 2019-11-08 ~ 2019-11-15 ~ 2019-11-20

제 407 회 2019-12-15 (일) 2019-12-20 (금) 2019-11-22 ~ 2019-11-29 ~ 2019-12-04

2019년 G-TELP 정기시험 일정 안내

*상기일정은 주관사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l NEW l G-TELP 2급 기출문제집 시리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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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END OF THE GRAMMAR SECTION

DO NOT GO ON UNTIL TOLD TO DO SO

LEVEL 2

D I R E C T I O 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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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E G SE T

NOW TURN THE PAGE AND BEGIN

청취 MP3 파일은 지텔프에듀(무료회원가입)의 무료강의/자료 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www.gtelp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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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You will hear a conversation between two people. First you will hear questions 27 through 

33. Then you will hear the conversation. Choose the best answer to each question in the time 

provide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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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will hear a man talking about tips on how to close a sale. First you will hear questions 34 

through 39. Then you will hear the talk. Choose the best answer to each question in the time 

provide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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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You will hear a conversation between two people. First you will hear questions 40 through 

46. Then you will hear the conversation. Choose the best answer to each question in the time 

provide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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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will hear an explanation of a process. First you will hear questions 47 through 52. Then you 

will hear the explanation. Choose the best answer to each question in the time provide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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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 R E C T I O 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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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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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AND
VOCABULARY SECTION

NOW TURN THE PAGE AND BEGIN

누구보다 빠른 지텔프 

퀵 지텔프
65점 완성 - 퀵 지텔프 공식 문제집

www.gtelpedu.com지텔프의 모든 것!  지텔프에듀

지텔프 전략 전문가 1위 

켈리 교수

기본 3원칙으로 독해완성 1위 

김윤성 교수

공시생도 인정한 문법강의 1위 

김태은 교수

퀵 지텔프 65점 완성퀵 지텔프 65점 완성퀵 지텔프 65점 완성퀵 지텔프 65점 완성퀵 지텔프 65점 완성퀵 지텔프 65점 완성
(문법, 청취, 독해)(문법, 청취, 독해)(문법, 청취, 독해)(문법, 청취, 독해)(문법, 청취, 독해)(문법, 청취, 독해)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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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ICO GARCIA LORCA

Spanish poet Federico Garcia Lorca was one of the most popular poets and dramatists of the 

20th century. He was also a musician and a member of ‘Generation of 1927’, an influential group 

of writers and artists who promoted the use of innovative forms of art and poetry.  

Lorca was born on June 5, 1899, in Fuente Vaqueros, Spain. As a child, he was fond of learning 

“pop” music, reading romantic novels, and building toy theater sets. Of these interests, he was most 

fascinated with music. He even underwent training to be a classical pianist. However, when his 

piano teacher died, his interest shifted to writing poems, which he recited in local cafés.  

Initially, Lorca wanted to study law at the University of Granada, but he eventually abandoned 

the idea and decided to pursue literature and theater instead. He wrote his first book, Impresiones 

y Paisajes, in 1918.  In 1919, Lorca moved to Madrid and stayed at the Student’s Residence, 

the town’s intellectual center. It was during this time that he started organizing theatrical 

performances. Unfortunately, his first play, El Maleficio de la Mariposa, was not successful; it 

was performed for only one day. Despite this, he continued to write and produce plays, such as 

Mariana Pineda and The Shoemaker’s Prodigious Wife. These plays dealt mostly with women, love, 

and death.  It was during the 1920s that Lorca achieved his greatest success as a poet. During this 

time, he published a collection of poems, Libro de Poemas. He also developed a fondness for the 

Gypsy culture, which was reflected in a poem collection entitled Songs, and a book of verse called 

the Primer Romancero Gitano. Lorca also continued his interest in plays, and became co-director 

of La Barraca, a theater company that performed classical Spanish plays for free. During this stint, 

he staged Blood Wedding, Yerma, and The House of Bernarda Alba. It was this “rural trilogy” that 

brought him international fame. 

When the Spanish Civil War started, Lorca went back to Granada. However, his works were 

regarded as seditious, and were banned. Lorca himself was arrested by Nationalist soldiers and 

executed, without a trial, on August 19, 1936. It was only during the 1970s that his writings again 

became popular.

PART

Read the following biographical article, and answer the questions. The underlined words in the article 

are for vocabulary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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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S DISCOVER 
WATER RESERVOIR BENEATH THE

EARTH’S SURFACE

Researchers from Washington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have discovered a mammoth water 

reservoir locked in rocks 400 to 800 miles beneath eastern Asia.  Stretching from Indonesia to the 

northern tip of Russia, the water is estimated to be at least equal in volume to the Arctic Ocean. 

The discovery marks the first time such a large body of water has been found in the planet’s deep 

mantle.

Researchers Michael Wysession, a seismologist, and Jesse Lawrence, his former graduate 

student, found the water while scanning seismic waves—waves generated by earthquakes traveling 

through the earth. During analysis, the researchers noticed that the strength of the waves appeared 

to dampen considerably in the area, and that the waves appeared to slow down slightly. Wysession 

said that the pattern of lots of damping and little slowing of speed is consistent with the effect that 

water has on seismic waves, indicating that there is indeed a large body of water in the area. 

Wysession believes that the reservoir was formed when a cold slab of the ocean floor sank 

thousands of miles into the Earth’s mantle. He said that the “water inside the rock goes down 

with the sinking slab and it’s quite cold, but it heats up the deeper it goes, and the rock eventually 

becomes unstable and loses its water.” As it evaporated, the water molecules rose up into the 

overlying region, which became saturated with water.

The discovery supports the findings of Norman Sleep, a geophysicist at Stanford University.  

Sleep said that when the planet was young, the ice and water from the earth’s surface melted down 

into the Earth’s mantle, where it evaporated from the heat and formed steam. This steam then 

rose to the surface as volcanic gas, forming and replenishing the oceans. Sleep further explains 

that underground water serves as a sort of lubricant that allows plates in the Earth’s crust to keep 

shifting at their present rate.

PART

Read the following web article, and answer the questions. The underlined words in the article are for 

vocabulary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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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SHU

Contemporary Wushu, or simply Wushu, is China’s most popular sport. It is a contact sport in 

which the forms or routines executed are derived from traditional Chinese martial arts. However, 

unlike other contact sports which emphasize force and power, Wushu is performed with grace. 

People practice Wushu for self-defense and as a form of exercise.

The word “Wushu” consists of two Chinese characters: Wu means military, and Shu means art 

or method. Wu is also derived from the characters Zhi, for stop, and Ge, for war or violence. Thus, 

Wushu is also known as “the art of stopping violence.”

Wushu has two elements. The first element, Taolu, consists of basic movements such as kicks, 

stances, punches, sweeps, and jumps. Like gymnastics, the practitioner demonstrates various 

routines. The second element, Sanda, is a sparring or “cut-and-thrust” technique inspired by 

traditional Chinese boxing and wrestling. It appears similar to kickboxing, but it also includes 

wrestling techniques.

Wushu started off as a martial art used in military training during the Shang and Zhou dynasties 

(1600-256 B.C.). Soldiers and students were taught hand-to-hand combat, sword and spear-

handling, and also staff-sparring. As time passed, more people practiced Wushu. Local Wushu 

organizations began to emerge, and during the Ming and Qing dynasties (1368-1911), the practice 

of Wushu was at its peak. When the Chinese revolutionary, Sun Yat-sen, rose to power as President 

of the new China Republic, he started to promote Wushu as a sport. In line with this, the Central 

Wushu Institute was established to standardize the martial art form and to create rules that could 

be used in competitions.  

The promotion of Wushu as a sport was the birth of contemporary Wushu, wherein practitioners 

continue to use hand-to-hand combat and traditional weapons, but in a non-violent manner.

At present, Wushu is popular not only in China but in other countries as well. World 

championships are held every year, and it is an official medal event in the Asian Games.

PART

Read the following encyclopedia article, and answer the questions. The underlined words in the article 

are for vocabulary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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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Wilson
Director

Global Designs, Inc.

Dear Mr. Wilson:

I am writing to you regarding Jenny Sparks’ application to your company as Head Graphic 

Designer. I would like to recommend her for this position.

Jenny worked under my supervision as an Assistant Graphic Designer for three years. Her 

responsibilities included preparing concept boards for advertising campaigns, creating graphic 

illustrations, and designing websites for our clients.  

Apart from that, she actively participated in numerous special projects that helped attract more 

clients. She founded the company’s newsletter and served as the Managing Editor of the same. 

She also helped redesign our company’s website, and spearheaded the development of a digital 

portfolio of our company’s projects.

During the three years that Jenny reported to me, she proved herself to be a competent, creative, 

and highly skilled graphic designer. She delivered quality work, and she accomplished her tasks on 

time. Her time-management skills were exemplary; she typically handled two or more projects at 

the same time. Jenny also demonstrated excellent leadership skills.

She was assigned as Team Leader for a group of under-achieving graphic designers, and quickly 

made them into a productive team. Another quality of Jenny’s that has earned my respect is that, 

even with her skills, she continually strived to learn more. She studied new design programs, and 

attended workshops to further enhance her skills.  

Simply put, Jenny was a great asset to our company. I’m certain that she would be an asset to 

yours, too.

Thank you.

Sincerely, 

Ellen Parkson
Director

Bedford Advertising Agency

PART

Read the following business letter, and answer the questions. The underlined words in the letter are for 

vocabulary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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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
2. (a)
3. (a)
4. (c)
5. (d)
6. (d)
7. (d)
8. (c)
9. (b) 
10. (d) 
11. (d)
12. (b)
13. (c)
14. (a)
15. (d)
16. (b)
17. (a)
18. (a)
19. (d)
20. (a)
21. (c) 
22. (c)
23. (b)
24. (c)
25. (c) 
26. (a)



황남기
교수님

| 헌법 지도교수 |

박성렬
교수님

| 민법총칙 지도교수 |

합격은 반복적인 훈련이다, 객관식에서는 머리 좋은 놈이 어제 본 놈을 이길 수 없다

황남기스파르타 경찰캠프 02) 3285-5353, 875-5959

켈리
교수님

| 영어 지도교수 |

김영우
교수님

| 한국사 지도교수 || 영어 지도교수 |

과목명 수업일정 요 일 수업시간 수업내용 비 고

매일 아침영어

모의고사

3.4(월)

~4.27(토)
월~금

08:00~09:00
영단어 50제 + 영어모의고사 10제 + 영문법 20제

+ 한국사 ○,× 20제
매일 코칭, 수업

월~금

시험일 1주일 전까지09:00~10:00 켈리교수의 해설 및 수업코칭

10:00~10:30 영어하프 10제+ 영문법 20제 진단모의고사 실시
OMR 카드 작성

성적분석표 공지

영어 80점

완전 정복반

3.4(월)

~4.26(금)
월, 수, 목

10:40~17:00

17:00~18:00

영어 80점 초단기 정복 프로젝트 

수업 및 1:1 데스캠프코칭

영어 80점 초단기 완성

데스캠프 코칭

19:00~22:00 그날배운 내용 정리, 암기 또는 과제물 숙제

한국사 90점

완전 정복반

3.5(화)

~4.26(금)
화, 금

10:40~18:00
한국사 90점 초단기 정복 프로젝트 

수업 및 모의고사 몰입 코칭

한국사 90점 초단기완성

데스캠프코칭

19:00~22:00 그날 배운 내용 정리, 암기 또는 과제물 숙제

2019년 2차대비 경찰 호구탈출虎口脫出,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

경찰행정경채, 법학특채 단독관리, 코칭：황남기(헌법, 행정법), 박성렬(민법)

경찰 6개월합격 7단계 데스캠프

2019년 2차대비 경찰 호구탈출虎口脫出,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

경찰법학특채 30명 6개월 데스캠프

CRUSADERS QUEST
Puzzle Action RPG
추억속명작 RPG의감동으로당신을인도할게임! 크루세이더퀘스트!
크루세이더퀘스트는추억을불러일으키는레트로스타일도트그래픽의
게임으로긴장감넘치고스릴있는스킬블록플레이가특징인게임입니다.

배급

등급

가격

NHN

전체이용가

부분유료화

제작

출시

플랫폼

로드컴플릿

2014.11.10

Android, iOS

▲방대한스토리를느낄수있는시나리오콘텐츠 ▲ 3:3 용사조합으로상대방과결투하는 PVP 콘텐츠

▲자유로운꾸미기가가능한나만의용사단숙소 ▲전세계유저들과진영싸움이가능한 RVR 콘텐츠



#학식 #매점 #카페 #학기내내
매월 500원   3회 할인 쿠폰 제공!

우리학교 학식도 
PAYCO로 할인되나?
QR 찍고 확인해봐!

경희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강릉)   강릉원주대학교(원주)   강원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배화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부천대학교(소사)   
상명대학교(서울)   상명대학교(천안)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산대학교   영진전문대   이화여자대학교   인덕대학교   창원대학교    포항공과대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     
한양대학교(에리카)   한양대학교(서울)   협성대학교

#에어팟10개 #스타벅스상품권500장 등
쿠폰쓰고 인싸템 스크래치 긁자!

페이코로 QR찍고

PAYCO CAMPUS ZONE

쿠폰 받고 매장 GO

찍어봐!

#학식 #매점 #카페 #학기내내
매월 500원   3회 할인 쿠폰 제공!

우리학교 학식도 
PAYCO로 할인되나?
QR 찍고 확인해봐!

경희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강릉)   강릉원주대학교(원주)   강원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배화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부천대학교(소사)   
상명대학교(서울)   상명대학교(천안)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산대학교   영진전문대   이화여자대학교   인덕대학교   창원대학교    포항공과대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     
한양대학교(에리카)   한양대학교(서울)   협성대학교

#에어팟10개 #스타벅스상품권500장 등
쿠폰쓰고 인싸템 스크래치 긁자!

페이코로 QR찍고

PAYCO CAMPUS ZONE

쿠폰 받고 매장 GO

찍어봐!

크기 : 205 x 260mm

인쇄 : 옵셋 CMYK 4도 

재단선

페이코 캠퍼스존 무가지 디자인

우측 삽입 페이지 디자인 좌측 삽입 페이지 디자인



 E   E  

캐릭터 생성 > 메인로비 좌측 옵션 버튼 > 쿠폰 교환 버튼 클릭
*본 쿠폰은 한 ID당 1회에 한해 등록 가능합니다.
*킹덤스토리 한국서버인 '도원결의' 또는 '영웅집결' 에서만 사용 가능
*안드로이드폰에서만 쿠폰 사용 가능 (ios 에서는 쿠폰 사용 불가)

유효기간 : ~2019.12.31까지

쿠폰 사용방법 

500원보와 
20만 금화 지급권

마을 화면 우측상단 메뉴 클릭 > 설정 내 계정 메뉴 클릭 > 입력창 
내 쿠폰번호 입력  

*본 쿠폰은 한 ID당 1회에 한해 등록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 ~2019.06.30까지

쿠폰 사용방법 

 E  
 ★6 획득권 쿠폰

그린카 홈페이지 및 앱에서 신규가입시 추천ID/코드에 
쿠폰코드 입력. 정회원 인정완료시 발급완료 됩니다.

쿠폰코드 : 지텔프와그린카

*등록가능기간: 2019.02.20 ~ 2019.04.30
*유효기간 : 등록일로 부터 30일

쿠폰 사용방법 

지텔프와 함께하는 그린카
신규회원 가입시  주중 3시간 무료이용권

유효기간 : ~2019.06.30까지

생애 첫 지텔프 정기시험
응시료 50% 할인 쿠폰

1. 본 할인쿠폰은 지텔프 정기시험에만 적용됩니다. 

2. 본 할인쿠폰은 지텔프 시험을 처음 응시하는 분에게만 적용됩니다. 한번이라도 접수, 결제, 응시한 내역이 있

으면 이 쿠폰으로 시험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본 할인쿠폰은 지텔프 시험접수 사이트의 아이디 당 1회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며 다른 할인 또는 할인쿠폰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환불은 지텔프시험 환불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환불시 쿠폰번호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5. 추가 접수기간에도 추가금액 없이 쿠폰에 기재된 할인금액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6. 본 할인쿠폰은 지텔프에듀가 (주)한국지텔프에서 직접 응시료 전액을 결제하고 배포하는 이벤트 쿠폰입니다.

 -    2     기시      P  

지텔프에듀 
경찰, 공무원  자격증, 취업 합격영어 - 지텔프! 

50% 수강 할인쿠폰

1. 본 할인쿠폰은 지텔프에듀(gtelpedu.com)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 이미 사용한 쿠폰 번호는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3. 본 할인쿠폰은 지텔프에듀 사이트의 1개의 ID당 1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4. 본 할인쿠폰은 단과강좌, 패키지, 모의고사, 프리패스 할인 적용이 가능하고, 교재는 적용 불가합니다.

5. 본 할인쿠폰은 비매품이며 타인에게 양도나 판매를 금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환불 및 교환이 불가합니다.

6. 쿠폰의 관리부실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 및 지텔프에듀측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쿠폰을 적용한 강의 금액을 환불 시 지텔프에듀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쿠폰 사용법

유효기간 :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 : 2019년 5월 31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