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의 I ][ 강의 I ]

행복한� 10시를� 위한� 국어의� 원천행복한� 10시를� 위한� 국어의� 원천

[과학,� 고전시가,� 고난도문제]� 편[과학,� 고전시가,� 고난도문제]� 편

(4회� 완성)(4회� 완성)
수능이‘무엇’을‘어떻게’출제하는지를 전달하는

방법론 중심의 강의

내신이 아닌 정시 수능 공부는

‘무엇’으로‘어떻게’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수업� 일정

토요일� PM� 6:30~10:00 7/4� � 7/11� � 7/18� � 7/25 4회

손원천� 7월� 강의� 안내

추천� 학생

�

� 수능� 국어의� 안정적인� 1등급과� 만점을� 추구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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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능이� ‘무엇’을�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전달하는� 방법론� 중심의� 강의입니다.

� � -� 이감이� 인정한� 문제� 해석력과� 분석력�

� � -� 2019� 이감� 온라인� 모의고사� 해설� 강의

� 2)� 내신이� 아닌� 정시� 수능� 공부는� '무엇'으로�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 � -� 수능� 기출� 및� EBS� 활용� 방법

� 3)� 학생� 개인별� 관리,� 엄선된� 자료� 제공

� � -� 학생� 개인별� 성적� 관리,� 개인별� 약점� 관리를� 위한� 클리닉� 문제� 제공�

� � -� 매주� 엄선된� 지문과� 문제,� 지문� 분석� 및� 작품� 분석을� 포함한� 자료집� 제공

� � � � (문법� 강훈련� 포함)�

� 독해� :� 고난도,� 많은� 정보를� 정확하고� 빨리� 처리하기� 위한� 독해의� 방법과� 훈련� �

� 문학� 및� 문법� :�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풀기� 위한� 방법론과� 기출� 활용� 방법

다음� 커리큘럼

8월
• 행복한� 오전� 10시를� 위한� 국어의� 원천
� � [이감� 모의고사� 주요� 제재� 특강]� 편

9~11월
• 이감� 모의고사� 시즌6� 파이널� II
� � 문제� 해설,� 주요� 제재� 특강



                     

[ 강의 II ][ 강의 II ]

9월� 평가원� 모평� 대비9월� 평가원� 모평� 대비

이감� 시즌5� 파이널I� 모의고사이감� 시즌5� 파이널I� 모의고사

해설� 강의� (7회� 완성)해설� 강의� (7회� 완성)

이감 모의고사를 가장 잘 이해하는 해설 강의

학생 개인별로 오답 클리닉 문항과 학습 솔루션 제공

수업� 일정

토요일� PM� 1:30~5:00 7/18� � 7/25� � 8/1� � 8/8� � 8/15� � 8/22� � 8/29 7회

추천� 학생

�

� 수능� 국어의� 안정적인� 1등급과� 만점을� 추구하는� 학생

� EBS지문� 분석과� 연계� 가능성� 큰� 지문의� 학습이� 필요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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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감� 모의고사를� 가장� 잘� 이해하는� 해설� 강의

�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본� 후� 바로� 해설� 강의를� 합니다.

� 출제� 맥락과� 의도를� 짚어주고� 학습�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 모의고사의� 한정된� 지면과� 문항에� 다� 담지� 못한� 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다음� 커리큘럼

9~11월
• 이감� 모의고사� 시즌6� 파이널� II
� � 문제� 해설,� 주요� 제재� 특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