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의� I� ][� 강의� I� ]

호형훈제� Deep� Mind호형훈제� Deep� Mind

확률과� 통계� (3회� 완성)확률과� 통계� (3회� 완성)

빠르고 정확한 확률과 통계 문제풀이

호형훈제를 만나면 완벽해질 거야!

정병훈� 7월� 강의� 안내

수업� 일정

토요일� PM� 1:30� ~� 5:00 6/20� � 6/27� � 7/4 3회

추천� 학생

� 확률과� 통계에서� 창작문제를� 통해� 핵심� 유형에� 대한� 훈련을� 해보려는� 학생

� 문제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여� 확률과� 통계를� 어려워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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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커리큘럼

8~11월
• 강대모의고사K
� � 강남대성이� 만든� 상위권� 최적화된� 수학(가)형� 단과� 프로그램

특징� &� 강점

� 호형훈제� 선생님이� 100%� 직접� 제작한� 창작문항으로만� 구성

�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풀이,� 정확한� 풀이,� 확장가능성� 있는� 풀이의� 조화

� 4점� 유형� 집중공략을� 위한� 실전적인� 문제� 풀이� 방법� 전수

� 교재� :� Deep� Mind� 확률과� 통계

� 부교재� :� Brunch� (호형훈제� 현장강의� 수강생만을� 위한� 고퀄리티의� 최강� 과제장)

※� Deep� Mind?� (호형훈제의� 5단계� 커리큘럼� 중� 4단계� 심화문제풀이)� :

� � � � � � � � � � � � � � � � � � � � � 상위권� 도약을� 위한� [필수� 코스� X� 고난도]� 4점� 문항을� 극복하라!



                     

[� 강의� II� ][� 강의� II� ]

호형훈제� Deep� Mind호형훈제� Deep� Mind

미적분� Step� II� (4회� 완성)미적분� Step� II� (4회� 완성)

킬러!

어려워봐야 1문제에 핵심 개념 2개만 알면 된다! 

수업� 일정

토요일� PM� 1:30� ~� 5:00 7/11� � 7/18� � 7/25� � 8/1 4회

추천� 학생

� 수능에서� 21,� 29,� 30번� 중에� 1개� 이상은� 반드시� 맞춰야� 하는� 학생

� 킬러와� 준킬러� 문제들을� 많이� 훈련해보고� 싶은� 학생

� 1등급� 또는�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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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강점

� 전� 문항,� 해설지� 모두� 호형훈제� 선생님이� 100%� 직접� 제작

� (철저한� 기출분석에� 기초한� 창작문항으로� 수능� 적중을� 노린다.)

� 4점� 비킬러,� 준킬러,� 킬러� 모두를� 관통하는� 개념� 해석

� 킬러� 풀이의� 핵심� � 풀이의� 확장

�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한다!)

� 교재� :� Deep� Mind� 미적분� Step� II

� 부교재� :� Brunch� (호형훈제� 현장강의� 수강생만을� 위한� 고퀄리티의� 최강� 과제장)

※� Deep� Mind?� (호형훈제의� 5단계� 커리큘럼� 중� 4단계� 심화문제풀이)� :

� � � � � � � � � � � � � � � � � � � � � 상위권� 도약을� 위한� [필수� 코스� X� 고난도]� 4점� 문항을� 극복하라!

다음� 커리큘럼

8~11월
• 강대모의고사K
� � 강남대성이� 만든� 상위권� 최적화된� 수학(가)형� 단과�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