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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능국어 개편된 수능 시험에 가장 잘 준비된 강의

김영준 원장, 이세람 팀장

■ 고3 정규 시간표 ※ 5/8(토)~6/20(일) 7주

강좌명 구분 요일 개강일 시간 수업 특징

정규반 대치

토 5/8 오전 9시 – 1시 ∙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비·분석 수업

∙ EBS 연계 교재 분석․정리

∙ Daily 트레이닝 과제집 매주 1권 제공

∙ 자체 제작 고난도 모의고사 매주 1회 제공

∙ 개인별 맞춤문제집 B.O.D. 제공

∙ 상상 오프라인 모의고사 2회 실시

∙ 주중 1:1 상담·클리닉 시간 운영

일 5/9
오전 9시 – 1시

오후 6시 – 10시

정규반 반포 토 5/8 오후 6시 – 10시

■ 정규 수업 커리큘럼

구 분

독서 (김영준 원장) 문학 (이세람 팀장)

[EBS 수능특강 독서]
중요 지문 분석 + 핵심 주제 강의

[EBS 수능특강 문학]
중요 작품 분석

1주차(5.5~5.9) 6월 모평 연계출제 예상지문 분석 ① 6월 모평 연계출제 예상작품 분석 ①

2주차(5.12~5.16) 6월 모평 연계출제 예상지문 분석 ② 6월 모평 연계출제 예상작품 분석 ②

3주차(5.19~5.23) 6월 모평 연계출제 예상지문 분석 ③ 6월 모평 연계출제 예상작품 분석 ③

4주차(5.26~5.30) 6월 모평 대비 실전 모의고사 (상상 오프라인 모의고사)

5주차(6.2~6.6) 6월 모의평가 분석 6월 모의평가 분석

6주차(6.9~6.13) 고난도 지문 분석 훈련 ① EBS 중요 고전문학 작품 분석

7주차(6.16~6.20) 고난도 지문 분석 훈련 ② EBS 중요 현 문학 작품 분석

8주차(6.23~6.27) 휴강

9주차(6.30~7.4) 7주차 수업과 동일 7주차 수업과 동일

■ 주중 특강 (재원생 무료) ※ 온라인 강의, 매주 목요일 6시 이후 수강 가능

구 분
언어와 매체 (이세람 팀장) 화법과 작문 (이세람 팀장)

[EBS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빈출 개념·주요 문제 해설

[EBS 수능특강 화법과 작문]
빈출 문제 유형·주요 문제 해설

1주차(5.5~5.9) 언어 적용학습 9~11 + 매체 적용학습 9~11 화법 적용학습 8~10 + 작문 적용학습 8~10

2주차(5.12~5.16) 언어 적용학습 12~14 + 매체 적용학습 12~14 화법 적용학습 11~13 + 작문 적용학습 11~13

3주차(5.19~5.23) 언어 적용학습 15~16 + 매체 적용학습 15~16 화법과 작문 통합 적용학습 8~10

4주차(5.26~5.30) 실전 학습 1~2회 실전학습 1~2회

5주차(6.2~6.6) 휴강

6주차(6.9~6.13) 6월 모의평가 분석 6월 모의평가 분석

7주차(6.16~6.20) 2과정 마무리 모의고사 2과정 마무리 모의고사

8주차(6.23~6.27) 휴강

9주차(6.30~7.4) 7주차 수업과 동일 7주차 수업과 동일

■ 수능특강 문학+내신 수업Ⅱ ※ 수강료 추후 안내 / 유료 온라인 강의 / 강의 제공 일정 참고

구 분 EBS 문학 (강의 제공 일정) 수업 특징

1주차(5.26~5.30) 적용 학습 고전시가 9~12강 / 현 시 9~12강
- EBS 수능특강 문학 전 작품 해설

- 내신 수업과 수능 동시 준비 가능

- 작품별 해설 자료와 변형 문제집 제공

- 학교별 시험 범위에 따라 온라인 패키지 구성

- EBS 독서/언매/화작 : 자료 제공

- 1과정 수능특강 수업 I 수강생 할인 혜택

2주차(6.2~6.6) 적용 학습 고전산문 9~12강 / 현 소설 9~12강

3주차(6.9~6.13) 적용 학습 극·수필 1~8강

4주차(6.16~6.20) 적용 학습 갈래복합 1~12강

5주차(6.23~6.27) 실전학습 1회~3회

6주차(6.30~7.4)

※ 수업 추가교재 : 상상 EBS 수능특강 평가문제집 3000제 문학 상·하 2권

■ 수업 구성
1. 과제 검사 : 매주 나가는 과제를 꼼꼼하게 검사

2. Daily 트레이닝 과제집 : 엄선된 문제들을 영역에 따라 매일매일 나눠서 공부하는 과제집

2. 선택 과목(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특강 : 주중 무료 특강 (온라인)

3. 자체 모의고사 : 평가원 필진과 박사 연구진이 만든 평가원 수준의 모의고사 매주 제공

4. 상상 오프라인 모의고사 : 2022학년도 수능 국어 형식이 적용된 실전 연습 모의고사 2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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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힘없는 원장 직강 + 빈틈없는 팀장 수업

7. 다시보기 동영상 : 복습을 위해 모든 수업 내용을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다시 한 번 무료로 제공

8. 1:1 상담·클리닉 : 주중 예약 시간에 학습 관련 상담 및 취약 영역 클리닉 진행

9. 유성룡 소장님의 입시 정보 : 입시전문가 유성룡 소장님의 신속·정확한 입시 분석 자료와 최신 입시 정보 제공 (“홈페이지 > 입시

정보 > 입시 자료”에서 확인)

■ 수업 연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