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능국어 정규반

고3 12주 파이널, 수능 1등급 완성
김영준 원장, 이광식 선생님 (고등부 팀장)

고3 시간표
강좌명

정규반
파이널

고3 4과정 : 8/31(토)~11/12(화) 12주. 11회 수업

구분

요일

시간

대치

토

오전 9시 – 12시30분 (마감임박)

대치

일

오전 9시 - 12시30분 (마감임박)

대치

일

오후 6시 - 9시30분

반포

토

오후 6시 - 9시30분

고3 정규반 세부 커리큘럼

파이널

최종

9월~11월

정리

(12주)

+

실전

실전

훈련

전략

수업 특징
<시험보는 요령과‘실전 심리 트레이닝’>
1. 고난도 비문학 개념 및 화작문 개념 정리
2. 수능 국어 전 솟대모의고사 6회로 진행
3. EBS 교재의 수능 출제 예상 작품과 지문을 총정리
4. 매주 개인 취약 유형 문제 제공(BOOK ON DEMAND)
5. 최종 정리를 위한 화작문 무료 특강

어려운 시험일수록 배경 지식+EBS 연계의 중요도가 높아진다!

9월 1주(8/31~9/1)

솟대모의고사

해설 강의 + EBS수특 엄선

9월 2주(9/7~9/8)

9월 평가원 문제 분석

9월 모의평가 해설(독서)

9월 3주(9/14~9/15)

올해 출제 경향 예측(1)

9월 모의평가 해설(화작문+문학)

9월 4주(9/21~9/22)

올해 출제 경향 예측(2)

독서 고난도 기출 + EBS수특 엄선

9월 5주(9/28~9/29)

3점 유형 연습

독서 고난도 기출 + EBS수특 엄선

10월 1주(10/5~10/6)

솟대모의고사

해설 강의 + EBS수완 고전시가

10월 2주(10/12~10/13)

솟대모의고사

해설 강의 + EBS수완 고전시가

10월 3주(10/19~10/20)

10월 교육청 문제 분석

10월 학평 해설 + EBS수완 현대시

10월 4주(10/26~10/27)

솟대모의고사

해설 강의 + EBS수완 고전산문

11월 1주(11/2~11/3)

솟대모의고사

해설 강의 + EBS수완 고전산문

11월 2주(11/9~11/10)

솟대모의고사

해설 강의 + EBS수완 현대소설

파이널 모의고사

최종 점검 및 마인드 콘트롤

11월 3주(11/12)
※ 추석 연휴 주간 정상수업

고3 재원생 10월 화법과 작문 / 문법 무료 특강
구분
화법과 작문, 문법 특강

제목

내용
재원생들에게 일정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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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고3 수업을 위한 막강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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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