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능국어 정규반

수능국어의 완성, 1등급을 잡아라 !
김영준 원장, 이광식 선생님, 윤민 선생님

고3 시간표
강좌명

구분

요일
토

시간

수업 특징

오전 9시 – 1시 (마감임박)
9月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

정규반
(김영준 원장)

대치

오전 9시 - 1시 (마감임박)

① 수능국어 고난도 비문학 지문 연습

일

② 문법 총정리
③ EBS 작품지문 정리

오후 6시 - 10시

④ 화법+작문 달라진 출제유형 반복 훈련
정규반
(윤민 선생님)

반포

일

오후 6시 - 10시

오전 10시 – 1시 30분 (마감임박)
- 개념 정리 + 독해 능력 + 풀이 전략

소수정예
집중관리반

대치

일

- <독서 → 문법 → 문학> 3원 강의 체제

오후 2시 – 오후 5시 30분

- <수업 → 과제 → 평가> 3중 반복 학습

(이광식 선생님)

- 집중 관리를 위해 각반 20명 내외로 제한
오후 6시 – 9시 30분

고3 학습 영역

정확한 논리와 추론 능력이 관건 ! 단단한 연계와 심도있는 교재 ! 탁월한 수업 !!

- 수능국어에 맞춘 새로운 교재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 수능국어 성적향상에 필요한 출제 원리와 수능 국어 필수 개념 정리로 기본 실력을 완성합니다.
- 논리적인 사고와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지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해야 합니다.
- 학생들 수준에 맞춰 고난도 추론 문제를 집중 훈련합니다.
- 9월 전국 모의고사를 목표로 지독하고 정교하게 가르칩니다.

고3 수업을 위한 막강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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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업 구성

1. 과제 검사 : 매주 나가는 과제를 꼼꼼하게 검사
2. 어휘 테스트 : 기출 문제에 자주 나오는 한자성어, 어휘, 속담 테스트
3. 실전 모의고사 : 평가원 필진과 박사 연구진이 만든 평가원 모의고사 수준, EBS에서 엄선한 문제로 실전 모의고사 테스트
4. 수업 : 탁월한 수업 !!
5. 개인별 맞춤문제집 B.O.D : 수업이 끝난 후, 모의고사 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 문제집 바로 제공

“나만을 위한 과외선생님”- B.O.D(Book on Demand, DB 13,000문항)
틀리는 문제는 항상 틀린다? 취약 유형을 알고 집중 훈련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총 13,000여 문항을 420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학생별 취약 유형을 맞춤 제공하는 B.O.D 자동시스템!

6. 다시보기 동영상 : 복습을 위해 모든 수업 내용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다시 한 번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 되는
복습용 동영상 강의 !
7. 유성룡 소장님의 입시 정보 : 입시전문가 유성룡 소장님의 신속·정확한 입시 분석 자료 하나면 충분합니다 ! 최신 입시 정보를 보시려면
“홈페이지 > 입시 정보 > 입시 자료”를 확인하세요. 핸드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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