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S� 수학� I� &� 수학� IIBT’S� 수학� I� &� 수학� II

출� 발� 선�출� 발� 선� (출제의도� 발견을� 위한� 선택)(출제의도� 발견을� 위한� 선택)
(총� 10회� 중� 9~10회차)

�

평가원 기출문항 출제의도 분석을 통해,

출제자의 머리 위에서 완성하는 개념정리

제대로 된 개념정리만으로도 들쑥날쑥한 점수가 

안정적으로 잡혀가는 신기원 강좌

수업� 일정

목요일� PM� 6:30~10:00 4/1� � 4/8 2회

추천� 학생

� 수학I,� 수학II를� 한� 번은� 학습한� 고3,� 재수생

� 내� 생애� 마지막� 개념정리란� 생각으로� 수능형� 심화개념정리를� 완성하고� 싶은� 학생

김병우� 4월� 강의� I� 안내



                     

특징� &� 강점

� 9회와� 10회� 수업은� ‘BT’S� 수학I� &� 수학II� 출발선‘� 강좌� 중에서

� 수학I� 과목의� ‘수열의� 합’과� ‘지수로그함수의� 그래프’를� 다루는� 회차입니다.

� 평가원� 기출문항� 출제의도� 분석을� 통해,� 출제자의� 머리� 위에서� 완성하는� 개념정리

� 제대로� 된� 개념정리만으로도� 들쑥날쑥한� 점수가� 안정적으로� 잡혀가는� 신기원� 강좌

� '출'제의도� '발'견을� 위한� '선'택� ;� 출제자의� 의도는� 교과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 수능� 기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실전� 이론을� 정리합니다.

� 기복� 없는� 상위권이� 되려면� 개념이� 확실하게� 완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커리큘럼

5~7월
∙ BT'S� 수학I&II� � 수� 평� 선� (수학을� 평정하기� 위한� 선택)
테마별로� 주요� 기출문항을� 정리하고,� 실전문제� 트레이닝을� 통해

1등급을� 넘어선� 100점을� 완성하는� 문제풀이� 강좌



                     

BT’S� 미적분BT’S� 미적분

출� 발� 선�출� 발� 선� (출제의도� 발견을� 위한� 선택)(출제의도� 발견을� 위한� 선택)
(총� 8회� 중� 5~8회차)

�

평가원 기출문항 출제의도 분석을 통해,

출제자의 머리 위에서 완성하는 개념정리

제대로 된 개념정리만으로도 들쑥날쑥한 점수가 

안정적으로 잡혀가는 신기원 강좌

수업� 일정

토요일� AM� 9:00~12:30 4/3� � 4/10� � 4/17� � 4/24 4회

추천� 학생

� 미적분� 과목을� 선택한� 고3,� 재수생

� 내� 생애� 마지막� 개념정리란� 생각으로� 수능형� 심화개념정리를� 완성하고� 싶은� 학생

김병우� 4월� 강의� II� 안내



                     

특징� &� 강점

� 평가원� 기출문항� 출제의도� 분석을� 통해,� 출제자의� 머리� 위에서� 완성하는� 개념정리

� 제대로� 된� 개념정리만으로도� 들쑥날쑥한� 점수가� 안정적으로� 잡혀가는� 신기원� 강좌

� '출'제의도� '발'견을� 위한� '선'택� ;� 출제자의� 의도는� 교과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 수능� 기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실전� 이론을� 정리합니다.

� 기복� 없는� 상위권이� 되려면� 개념이� 확실하게� 완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념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문제에도� 잘� 적용하는� 실력을� 완성하기� 위해

� 문제풀이를� 연습할� 주간지� <BT’S� Crescendo>가� 매주� 1권씩� 배부됩니다.

다음� 커리큘럼

5~7월
∙ BT'S� 미적분� � 수� 평� 선� (수학을� 평정하기� 위한� 선택)
테마별로� 주요� 기출문항을� 정리하고,� 실전문제� 트레이닝을� 통해

1등급을� 넘어선� 100점을� 완성하는� 문제풀이� 강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