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의� I� ][� 강의� I� ]

9월� 평가원� 모평� 대비9월� 평가원� 모평�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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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강의� (6회� 완성)해설� 강의� (6회� 완성)

이정일, 김용현 선생님의

이감모의고사를 이기고, 6모ㆍ9모도 이기고, 수능도 이기는

‘이김’국어!

수업� 일정

토요일� AM� 8:30~12:00
7/18� � 7/25� � 8/8� � 8/15� � 8/22� � 8/29

※� 8/1� 휴강
6회

추천� 학생

� 고난도� 제재의� 독해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 6모,� 9모와� 수능� 국어의� 등급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학생

� 2021� 수능� 국어의� 1등급이� 아니라,�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

이정일&김용현� 7~8월� 강의� 안내



               

02-569-6888
www.kndsdn.co.kr

특징� &� 강점

� [1]� 이감모의고사� ⇨ 

� [2]� 화법,� 작문,� 언어,� 문학� 해설� (이정일)� ⇨

� [3]� 독서� 해설� (김용현)�

� 2021� 수능� 1교시� 만점을� 위한� 실전� 같은� 연습

� �

� 실제� 수능과� 동일한� 시간에� 실전처럼� 연습

�

� 화법,� 작문,� 언어부터� 문학,� 독서까지�

� 기본� 개념부터� 심화된� 실전� 적용까지�

� EBS� 연계를� 대비한� 필수� 문학� 작품� 해설�

�

� 고난도� 수능을� 대비한� 주요� 독서� 제재� 해설

�

� 별도의� 심화� 교재� 매주� 제공

다음� 커리큘럼

9~11월
• 이감모의고사� 파이널� II� 모의고사� 1~12회

• 9/5(토)� ~� 11/21(토)� 12주



                     

[� 강의� II� ][� 강의� II� ]

20212021

수능을� 이기는� 이김� 국어수능을� 이기는� 이김� 국어

이정일, 김용현 선생님의

이감모의고사를 이기고, 6모ㆍ9모도 이기고, 수능도 이기는

‘이김’국어!

수업� 일정

토요일� AM� 8:30~11:30 7/4� � 7/11 2회

추천� 학생

� 고난도� 제재의� 독해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 6모,� 9모와� 수능� 국어의� 등급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학생

� 2021� 수능� 국어의� 1등급이� 아니라,�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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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강점

� ★� 영역별� 담당� ★

� 1교시� (08:30~10:00)� 문학,� 문법,� 화법,� 작문� [이정일]

� 2교시� (10:00~11:30)� 독서� [김용현]

� ◆� 강의� 내용과� 특징� ◆

� 모의� 수능을� 뛰어넘어� 실전� 수능의� 승리로� 가는� 지름길

� 철저한� 6월� 모의� 수능� 분석을� 통한� 실전적� 수업

� 실전의� 승리를� 위한� 국어� 실력� 완성�

� 기출과� EBS,� 모의수능과� 실전수능을� 한번에

� EBS� 연계� 완벽� 대비� :� 신유형� 문법� 문항,� 필수� 문학� 작품� 해설

� 어려운� 수능을� 대비한� 고난도� 독서� 제재� 선별� 독해

� 시험장에서� 수험생을� 지켜줄,� 철저한� 실전용� 수업

� 매주� 자체� 교재� 및� 과제� 제공

다음� 커리큘럼

7~8월
• 이감모의고사� 파이널� I� 모의고사� 1~7회

• 7/18(토)� ~� 8/29(토)� 6주

9~11월
• 이감모의고사� 파이널� II� 모의고사� 1~12회

• 9/5(토)� ~� 11/21(토)� 12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