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5과정 개강안내문

고3 수능국어 10주 파이널

수능국어 1등급 완성 김영준 원장, 이광식 팀장, 박재혁 팀장

■ 정규반 파이널

정규반

(4주차 진행중)

대치

토 오전 9시 - 1시
25년 수능국어 노하우의 김영준 원장 직강 + 세밀한 수업의 이광식 팀장

수능 전날까지 이어지는 고난도 비문학 지문 독해법 마무리 

6월, 9월 모평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12.3.수능 완벽 대비 

EBS 문학, 독서 연계 교재의 총정리로 자신감 업 

출제 가능성 높은 10개 테마의 문법 정리로 시간 단축 

1~2주마다 실시되는 실전 시험을 통한 수능 적응 완성 

일 오전 9시 - 1시

일 오후 6시 - 10시

반포 토 오후 6시 - 10시

■ 수능국어 10주 파이널 커리큘럼

김영준 원장 + 이광식 팀장

10/3(토) ~ 10/4(일) 1주차 EBS 비문학 심화학습 1 EBS 고시1 / 수능 독서 과학

10/10(토) ~ 10/11(일) 2주차 EBS 비문학 심화학습 2 동영상 + 상상 실전 모의고사 2회 EBS 고시2 / 수능 독서 법률

10/17(토) ~ 10/18(일) 3주차 EBS 비문학 심화학습 3 동영상 + 상상 실전 모의고사 3회 EBS 고소3 / 수능 독서 예술

10/24(토) ~ 10/25(일) 4주차 EBS 비문학 심화학습 4 동영상 + 상상 실전 모의고사 4회 EBS 고소1 / 수능 독서 철학

10/31(토) ~ 11/1(일) 5주차 EBS 비문학 심화학습 5 동영상 + 상상 실전 모의고사 5회 EBS 고소2 / 수능 독서 기술

11/7(토) ~ 11/8(일) 6주차 EBS 비문학 심화학습 6 동영상 + 상상 실전 모의고사 6회 EBS 고소3 / 수능 독서 경제

11/14(토) ~ 11/15(일) 7주차 EBS 비문학 심화학습 7 동영상 + 상상 실전 모의고사 7회 EBS 현소 / 수능 독서 고난도

11/21(토) ~ 11/22(일) 8주차 EBS 비문학 심화학습 8 동영상 + 상상 실전 모의고사 8회 EBS 현소 / 수능 독서 고난도2

11/28(토) ~ 11/29(일) 9주차 EBS 비문학 심화학습 9 동영상 + 상상 실전 모의고사 9회 EBS 현시 / 수능 독서 고난도3

12/1(화) 10주차 상상 실전 모의고사 10회 & 최종 전략 제시

파이널 무료 특강 8회 
재원생 무료, 비재원생 별도 문의

1.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총 8회 진행하는 무료 특강 

2. 매주 문법 기출 문제를 풀면서 영역별 핵심 개념 정리

일 정 구 분

10/8 (목) 문법 음운 출제 예감1 : 단어1

10/15 (목) 문법 음운 출제 예감2 : 단어2

10/23 (금) 문법 음운 출제 예감3 : 음운1

10/29 (금) 문법 음운 출제 예감4 : 음운2

11/5 (목) 문법 음운 출제 예감5 : 문장1

11/12 (목) 문법 음운 출제 예감6 : 문장2

11/19 (목) 문법 음운 출제 예감7 : 중세국어

11/26 (목) 문법 음운 출제 예감8 : 어문규정

■ 고3 수업 구성

1. 과제 검사 

2. 어휘 테스트 

3. 상상모의고사(실전) : 수능 방향 예측, 최신 출제 흐름에 따라 신규 제작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6월, 9월 평가원 분석 반영)

4. 자체 모의고사 : 평가원 필진과 박사 연구진이 만든 평가원 모의고사 수준, EBS에서 엄선한 문제로 실전 모의고사 테스트

5. 막힘없는 원장 직강 + 빈틈없는 팀장 수업

6. 다시보기 동영상 : 모든 수업 내용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다시 한 번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7. 유성룡 소장의 신속·정확한 입시 분석 자료와 최신 입시 정보를 “홈페이지 > 입시 정보 > 입시 자료”에서 확인

■ 고3 수업 연구진 

■ 정시컨설팅

입시분석가 유성룡 소장님 -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 예측을 통해 수험생에게 최적의 지원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상담시간 : 약 1시간

2. 상담일정 : 개별 문의 (1:1 상담으로 상담일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문의 : 12/4(금) 오후 3시부터 전화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