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의 I ][ 강의 I ]

수술실수술실

확률과� 통계확률과� 통계
(인문⋅자연� 공통� //� 총� 5회� 중� 4~5회차)

수능 확률과 통계의 바른길 제시

정확하고 간결하며 일관된 풀이법

수업� 일정

목요일� PM� 7:00~10:00 7/2� � 7/9 2회

추천� 학생

� 쉬운� 문제도� 가끔� 실수하는� 학생

�

� 풀이가� 복잡하고� 일관성이� 부족한� 학생

� 상황에� 따라� 풀렸다� 안풀렸다� 하는� 학생

� 기본� 원리는� 알고� 있지만� 문제� 풀이에� 자신이� 없는� 학생

김치헌� 6월� 강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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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강점

� ◆� 강의� 내용� ◆

� 확률과� 통계에� 대한� 실전개념

� 세는� 것(Counting)에� 대한� 아이디어와� 표현법

� 응용문제의� 간편한� 여러� 가지� 관점

� 기출� 문제의� 철저한� 분석

� 출제� 예상� 아이디어

� ◆� 강의� 특징� ◆

� 더� 좋은� 풀이

� 논리적이고� 일관적인� 해법

� 여러� 가지� 개념의� 연관성을� 종합

다음� 커리큘럼

8~11월 • KIM‘s� Idea� Season� II� (4회� 완성)

8~11월

• 강대모의고사K
� 강남대성학원� 최고의� 집필진과� 검토진이

� 자연계열� 최상위권만을� 위해� 특별� 제작한

� 수학(가)형� Final� 모의고사



                     

[ 강의 II ][ 강의 II ]

KIM’s� IdeaKIM’s� Idea

수학(가)형� Season� I수학(가)형� Season� I

수학I⋅확통⋅미적분� (4회� 완성)수학I⋅확통⋅미적분� (4회� 완성)

수능수학의 바른길 제시

준킬러는 빠르고 정확하게, 킬러는 깔끔하게

수업� 일정

화요일� PM� 7:00~10:00 7/14� � 7/21� � 7/28� � 8/4 4회

추천� 학생

� 고난도� 문항은� 읽기도� 전에� 겁부터� 나는� 학생

� 풀리기는� 하는데� 늘� 불안한� 학생

� 알고� 있는� 개념의� 적용이� 어려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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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강점

� ◆� 강의� 내용� ◆

� 실전에� 꼭� 필요한� 개념을� 제대로� 학습

�

� 고난도� 문항의� 합리적인� 접근법과� 해법� 분석

� 두� 가지� 이상의� 개념과� 원리의� 연관성� 종합

� 출제� 예상� 아이디어� 제시

� ◆� 강의� 특징� ◆

� 더� 좋은� 풀이,� 논리적이고� 일관적인� 해법,� 여러� 가지� 개념의� 연관성을� 종합

다음� 커리큘럼

8~11월 • KIM‘s� Idea� Season� II� (4회� 완성)

8~11월

• 강대모의고사K
� 강남대성학원� 최고의� 집필진과� 검토진이

� 자연계열� 최상위권만을� 위해� 특별� 제작한

� 수학(가)형� Final�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