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의� I� _� 인문][� 강의� I� _� 인문]

FINAL� 호형훈제� 모의고사FINAL� 호형훈제� 모의고사
현장� 모의� +� 과제� :� 인강� 모의현장� 모의� +� 과제� :� 인강� 모의

(총� 8회� 중� 5~8회차)

호형훈제 선생님의 창작문제로

수능 고득점을 위한 실전 마무리

정병호� 11월� 강의� 안내

수업� 일정

토요일� PM� 6:30~10:00 10/31� � 11/7� � 11/15� � 11/22 4회

추천� 학생

�

� 2021� 수학(나형)� 만점을� 추구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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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형훈제 모의고사

단지 좋은 문제 하나 풀어본다는 것을 넘어 철저한 개념학습, 실전 노하우에 대한

다양한 검토, 약점 점검의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강력하면서도 깔끔한 모의고사

특징� &� 강점

� 선생님이� 직접� 만든� 문제로� 수능� 고득점을� 위한� 실전� 마무리

� (호형훈제� 모의고사� 전� 문항� 선생님이� 직접� 출제한� 문항)

� 개념과� 전략을� 다잡기� 위한� 상세한� 해설� 강의!

� � �

�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고� 흔들리는� 개념과� 전략을� 다잡는� 데에� 요긴하다.

� 선생님이� 상세한� 해설� 강의로� 개념과� 전략의� 빈틈을� 효과적으로� 메워준다.

� 신유형� 준킬러,� 킬러� 문항� 반복� 연습� 기회가� 되어� 실력� 향상과� 실전대비에� 도움이� 된다.�

�

� #� 매주� 자료� 제공� #

1)� 호형훈제� 모의고사� 현장� 전용� 1회분� (현장� 모의고사)

2)� 호형훈제� 모의고사� 인강� 모의� 1회분� (과제)

3)� 브런치� 1권� (호형훈제� 현장강의� 수강생만을� 위한� 고퀄리티� 최강� 과제장

� � � � � � � � � � � � � � � Appetizer� 모의고사� 1회분,� Dessert� 모의고사� 1회분� 수록)



                     

[� 강의� II� _� 자연� ][� 강의� II� _� 자연� ]

호형훈제호형훈제

강대모의고사K강대모의고사K

호형훈제� 모의고사호형훈제� 모의고사
(총� 15회� 중� 13~15회차)

호형훈제의 강대모의고사K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리고 호형훈제 모의고사까지

수업� 일정

목요일� PM� 6:30~10:00 11/12� � 11/19� � 11/26 3회

추천� 학생

� 2021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으로� 준비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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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모의고사K 수학(가)형 ?
어려운 수능도, 쉬운 수능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어떤 수능 상황도 이겨내게 한다.

단언컨대, 수능 그 자체를 보여준다고 자부하는 모의고사!

한 문제, 한 문제에 강대의 모든 힘을 집결했다.

단 한 번만 풀어봐도, 문제의 퀄리티를 아는 모의고사.

실력의 급이 다른 출제진, 검토진을 총동원했다.

특징� &� 강점

� 1)� 개념과� 전략을� 다잡기� 위한� 상세한� 해설� 강의!

� � � �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고� 흔들리는� 개념과� 전략을� 다잡는� 데에� 요긴하다.

� � � � 선생님이� 상세한� 해설� 강의로� 개념과� 전략의� 빈틈을� 효과적으로� 메워준다.

� 2)� 신유형� 준킬러,� 킬러� 문항� 반복� 연습� 기회가� 되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 3)�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한� 호형훈제� 모의고사까지� 풀어볼� 수� 있고,�

� � � � 문제� 출제자의� 입장에서� 하는� 생각들을� 엿볼� 수� 있다.

� <매주� 자료� 제공>

� 1)� 호형훈제� 모의고사� 1회분

� 2)� 브런치� 1권� (호형훈제� 현장강의� 수강생만을� 위한� 고퀄리티� 최강� 과제장)

� 3)� 강대모의고사K

� 4)� 강대모의고사K� 2750

� 5)� 강대모의고사K� 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