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스쿨 – 4월 대학제휴 할인 안내

4월 대학제휴 할인 진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제휴일정

* 신청기간 : 2023.03.20.(월) ~ 2023.03.28.(화)

* 서버등록 : 2023.03.29.(수) ~ 2023.03.31.(금)

* 결제기간 : 2023.03.29.(수) ~ 2023.04.04.(화)

▮신청방법

* 대학 제휴 담당자에게 3월 제휴안내를 받습니다. (제휴가 안된 경우 학생회 담당자에게 요청!)

* 4월 대학제휴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할 강좌를 선택합니다.(제휴 할인진행 강좌 리스트 확인)

* 대학 제휴 담당자에게 신청합니다. (이름, G스쿨아이디, 휴대폰번호, 신청할 강좌)

* G스쿨에서 서버등록 후 개별문자 안내를 받으신 후 강좌결제 완료 후 수강기간동안 수강합니다. 

▮유의사항

* 강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강료 및 할인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공과목은 같은달 진행되는 강좌 포함 최대 2개 강좌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강좌는 최대, 교육학 1개 + 전공 2개로 총 3개 강좌 신청 가능)

* 교육학과 전공과목 강좌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1-2월 교육학 신청 후 수강료 결제 완료 시 교재 무료 제공, 교재구매 전 고객센터 문의 (단, 배송비
는 본인 부담)
* 강의환불 시 정상가 기준으로 G스쿨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대학제휴 할인은 이미 수강중인 강좌는 제외됩니다.

▮동영상 Kollus(콜러스) 플레이어 설치 안내

* 고객센터 > 학습관련프로그램 > 동영상 지원 프로그램

* http://www.g-school.co.kr/customer/program.jsp



G스쿨 할인 ‘단과(1)’ 강좌 목록
★ 단과 강좌 ★

※ 강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강료 및 할인율은 전공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공과목은 같은달 진행되는 강좌 포함 최대 2개 강좌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교육학 포함 최대 3개 강좌)
※ 강의환불 시 정상가 기준으로 G스쿨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1-2월 교육학 신청 후 수강료 결제 완료 시 교재 무료 제공, 교재구매 전 고객센터 문의 (단, 배송비는 본인 부담)

과목 담당 강좌명 개강일(인강) 정상가 제안가 할인율

교육학 구평회 (1-2월) 실력(쑥)-교육학 기본·심화이론 1월 2일(월) 34만원 24만원 30%

교육학 김신
(1-2월) 교육학 기본이론 1월 3일(화) 20만원 18만원

20%
(3-5월) 교육학 심화이론 3월 7일(화) 30만원 24만원

교육학 김세련
(1-2월) CLASSY 교육학 기본이론 1월 3일(화) 34만원 27만원

20%
(3-4월) CLASSY 교육학 심화이론 3월 7일(화) 34만원 27만원

특수 서진

(1-3월) 끈내주는 기본이론(중등) 1월 6일(금) 36만원 32.4만원

10%

(1-3월) 끈내주는 기본이론(초등) 1월 6일(금) 36만원 32.4만원

(1-3월) 끈내주는 기본이론(유아) 1월 6일(금) 36만원 32.4만원

(3-4월) 기출분석 및 각론심화Ⅰ(중등) 3월10일(금) 36만원 32.4만원

(3-4월) 기출분석 및 각론심화Ⅰ(초등) 3월10일(금) 36만원 32.4만원

(3-4월) 기출분석 및 각론심화Ⅰ(유아) 3월10일(금) 36만원 32.4만원

수학교육론 김민아

(1-2월) 교수학습이론반 1월19일(목) 28만원 26만원

10%(1-2월) 학교수학과 교재연구반 1월27일(금) 26만원 24만원

(2-3월) 기출분석과 적용반 2월 4일(토) 25만원 23만원

영어 김재균

(1-2월) 일반영어 영미문학 기본연습 1월 7일(토) 10만원 8.5만원

15%

(1-2월) 영어학 기본이론 특강 1월 5일(목) 12만원 10.2만원

(1-2월) 전공영어 기본이론 특강 1월 5일(목) 20만원 17만원

(1-2월) 영교론 기본이론 특강 1월 5일(목) 10만원 8.5만원

(3-4월) 전공영어 원서특강2 3월 9일(목) 8만원 6.8만원

(3-4월) 영어학 영역별 문품 3월 4일(토) 10만원 8.5만원

(3-4월) 일반영어 영미문학 영역별 문풀 3월 4일(토) 11만원 9.4만원

국어 이환

(1-2월) 국교론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 1월 6일(금) 19만원 17만원

10%

(1-2월) 문학작품 구조화1 1월 5일(목) 25만원 23만원

(1-2월) 문학 필수지식 구조화 1월 4일(수) 25만원 23만원

(3-4월) 국교론 심화개론서 구조화 3월 예정 25만원 23만원

(3-4월) 문학작품 구조화2 3월 예정 25만원 23만원

(3-4월) 문학 기출 분석하기 3월 예정 25만원 23만원

음악 유지연

(1-2월) 전공음악 기본이론 1월 7일(토) 34만원 31만원

10%

(1-2월) 화성대위 기본이론 1월 9일(월) 34만원 31만원

(3-4월) 음악교육론 심화이론반 3월 6일(월) 34만원 31만원

(3-6월) 국악 심화이론반 3월11일(토) 40만원 36만원

(3-7월) 교과서 분석 및 단원별 문제풀이 3월18일(토) 45만원 41만원

체육 김동해

(1월) 체육측정평가(ALL IN ONE) 1월 4일(수) 15만원 14만원

5%
(2월) 운동역학(ALL IN ONE) 2월 1일(수) 15만원 14만원

(3월) 운동생리학(ALL IN ONE) 3월 1일(수) 15만원 14만원

(3-4월) 스포츠 교육학(ALL IN ONE) 3월29일(수) 15만원 14만원

미술 최단

(1-2월) 최단미술 이론완전정복 1월14일(토) 60만원 54만원

10%(3-4월) 기출문제 분석 3월11일(토) 30만원 27만원

(3-4월) 교과서 분석 3월12일(일) 30만원 27만원



G스쿨 할인 ‘단과(2)’ 강좌 목록
★ 단과 강좌 ★

※ 강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강료 및 할인율은 전공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공과목은 같은달 진행되는 강좌 포함 최대 2개 강좌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교육학 포함 최대 3개 강좌)
※ 강의환불 시 정상가 기준으로 G스쿨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1-2월 교육학 신청 후 수강료 결제 완료 시 교재 무료 제공, 교재구매 전 고객센터 문의 (단, 배송비는 본인 부담)

과목 담당 강좌명 개강일(인강) 정상가 제안가 할인율

일반사회 김지태

(1월) 일반사회 미시경제 1월 6일(금) 10만원 9만원

10%

(1-2월) 일반사회 거시경제 1월27일(금) 10만원 9만원

(2월) 일반사회 법학통론 2월17일(금) 12만원 11만원

(3월) 일반사회 정치학 3월 3일(금) 12만원 11만원

(3-4월) 일반사회 사회문화 3월24일(금) 10만원 9만원

(4월) 일반사회 사회과교육론 4월14일(금) 11만원 10만원

도덕윤리 김민응

(1월) 서양윤리사상 및 윤리학 1월 4일(수) 17만원 14만원

20%
(2월) 응용윤리 및 정치사회사상 2월 1일(수) 17만원 14만원

(3월) 동양 및 한국 윤리 3월 8일(수) 17만원 14만원

(4월) 도덕 교과교육론 4월 예정 17만원 14만원

화학 김지현 (1-5월) 전공화학 이론반 1월 6일(목) 98만원 80만원 18%

생물 조효진
(1-2월) 전공생물 일반과정 1월10일(화) 32만원 23만원

30%
(3-4월) 전공생물 심화과정1 3월14일(화) 32만원 23만원

중국어 전용진

(1-2월) 중국어 기본이론 1월 4일(수) 34만원 31만원

10%
(1-2월) 중국어 기본독해 1월 5일(목) 34만원 31만원

(3-4월) 중국어 심화이론(A) 3월 2일(목) 34만원 31만원

(3-4월) 중국어 심화독해(A) 3월 3일(금) 34만원 31만원

한문 정명수
(1-2월) 전공한문 기본이론반 1월 6일(금) 38만원 32만원

15%
(3-4월) 심화반1 3월 3일(금) 38만원 32만원

영양 진박사 (1-3월) 전공영양 심화학습1 1월 7일(토) 54만원 51만원 5%

사서 안승민

2024 사서교사 임용대비 자료조직 문헌분류편(12-1월) 12월3일(토) 12만원 11만원

10%2024 사서교사 임용대비 자료조직 목록조직편(1-2월) 1월14일(토) 13만원 12만원

2024 사서교사 임용대비 정보서비스(3-4월) 3월 4일(토) 13만원 12만원

전문상담 독고유리
(1-2월) 전문상담(상) 1월 8일(일) 36만원 29만원

20%
(3-4월) 전문상담(중) 3월 5일(일) 36만원 29만원

유아 키즈쌤
(1-2월) 유아교육개론반 1월10일(화) 34만원 31만원

10%
(3-5월) 유아교육각론반 3월14일(화) 51만원 46만원

유특 키즈쌤
(1-2월) 유아특수 해이실&유아교육개론반 1월13일(금) 30만원 27만원

10%
(3-5월) 유아특수 유아교육각론반 3월10일(금) 51만원 45.9만원



G스쿨 할인 ‘패키지’ 강좌 목록
★ 패키지 강좌 ★

※ 강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강료 및 할인율은 전공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공과목은 같은달 진행되는 강좌 포함 최대 2개 강좌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교육학 포함 최대 3개 강좌)
※ 강의환불 시 정상가 기준으로 G스쿨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패키지 교육학 신청 후 수강료 결제 완료 시 1-2월 교육학 기본서 교재 무료 제공, 교재구매 전 고객센터 문의 (단, 
배송비는 본인 부담)

“G스쿨은 언제나 임용고시 수험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목 담당 강좌명 개강일 정가 제안가 할인율

교육학 구평회 2024대비 교육학<쑥·팍·확> 연간 패키지 1월 2일(월) 102만원 62만원 40%

교육학 김신
2024대비 (1-11월) 김신 교육학 연간 패키지 1월 3일(화) 100만원 60만원 40%

(1-5월) 김신 교육학 상반기 패키지 1월 3일(화) 50만원 40만원 20%

교육학 김세련 2024대비 (1-11월) CLASSY 교육학 연간 패키지 1월 3일(화) 160만원 100만원 37%

특수 서진

(1-6월) 특수 상반기 패키지(중등) 1월 6일(금) 108만원 87만원

20%(1-6월) 특수 상반기 패키지(초등) 1월 6일(금) 108만원 87만원

(1-6월) 특수 상반기 패키지(유아) 1월 6일(금) 108만원 87만원

2024대비 (1-11월) 특수 연간 패키지(중등) 1월 6일(금) 192만원 133만원

32%2024대비 (1-11월) 특수 연간 패키지(초등) 1월 6일(금) 204만원 139만원

2024대비 (1-11월) 특수 연간 패키지(유아) 1월 6일(금) 204만원 139만원

영어 김재균 (1-11월) 전공영어 문풀모고 연간 패키지 1월 5일(목) 126만원 78만원 38%

국어 이환

(1-6월) 상반기 내용+문제 구조화 패키지 1월 4일(수) 364만원 220만원 40%

(1-6월) 상반기 내용 구조화 패키지 1월 4일(수) 232만원 174만원 25%

(1-6월) 상반기 문학 내용 구조화 패키지 1월 5일(목) 150만원 120만원
20%

(1-6월) 상반기 국교론 내용 구조화 패키지 1월 6일(금) 82만원 66만원

(1-6월) 상반기 문제 구조화 패키지 1월 5일(목) 132만원 112만원 15%

일반사회 김지태

(1-2월) 일반사회 경제학 패키지 1월 6일(금) 20만원 16만원 20%

(1-4월) 일반사회 이론 완성반 패키지 1월 6일(금) 65만원 45만원
30%

(1-7월) 일반사회 상반기 패키지 1월 6일(금) 103만원 72만원

2024대비 (1-11월) 일반사회 연간 패키지 1월 8일(토) 193만원 125만원 35%

도덕윤리 김민응 2024대비 (1-11월) 도덕윤리 연간 패키지 1월 4일(수) 184만원 92만원 50%

화학 김지현 2024대비 (1-11월) 전공화학 연간 패키지 1월 6일(목) 222만원 176만원 20%

생물 조효진
(1-6월) 전공생물 상반기 이론반 패키지 1월10일(화) 96만원 63만원 35%

2024대비 (1-11월) 전공생물 연간 패키지 1월10일(화) 153만원 90만원 40%

중국어 전용진
(1-6월) 전공중국어 상반기 패키지 1월 4일(수) 248만원 200만원 20%

2024대비 전공중국어 연간 패키지 1월 4일(수) 389만원 300만원 25%

사서 안승민 2024 사서교사 임용대비 이론강의 패키지 12월3일(토) 88만원 75만원 15%

전문상담 독고유리
(1-6월) 전문상담 상반기 패키지 1월 8일(일) 108만원 76만원 30%

2024대비 (1-11월) 전문상담 연간 패키지 1월 8일(일) 198만원 120만원 40%

유아 키즈쌤
2024대비 (1-10월) 키즈쌤 연간 패키지 1월10일(화) 220만원 132만원 40%

2024대비 (1-8월) 교직논술 패키지 1월10일(화) 34만원 21만원 40%

유특 키즈쌤 2024대비 (1-8월) 키즈쌤 유아특수 연간패키지 1월13일(금) 132만원 85.8만원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