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수학점수는� Always� 세자리수!수능� 수학점수는� Always� 세자리수!

Topic별Topic별

해부학적� 구조분석해부학적� 구조분석
(총� 8회� 중� 1~4회차)

최단 시간에 빠른 88점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유형(4점) 구조분석과 

 원점수 100점을 위한

준Killer 및 Killer 해석 및 해결능력 체화과정

수업� 일정

수요일� PM� 7:00~10:00 6/9� � 6/16� � 6/23� � 6/30 4회

추천� 학생

� 빠른� 88점을� 위한� Time� Out� 극복이� 필요한� 학생

� 완벽한� 100점을� 위한� 수학I의� 준Killer,� Killer� 해결방안� 제시가� 필요한� 학생

류동원� 6월� 강의1� 안내



                     

특징� &� 강점

� Topic별� 구조분석� 수업이란?

� 수능의� 단원과� 과목� 융합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공통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수업으로,

� 조건� 분석� 능력을� 배우고� 이를� 극대화시키는� 수업입니다.

� 100점을� 받기� 위한� 필수� 수업입니다.

� 수능� 수학� 출제자의� 모든� 출제전략을� 초특급� 현미경으로� 낱낱이� 해부합니다.

� 영역별� 강의가� 아닙니다.

� 수학I부터� 미적분까지� 모든� 수학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기릅니다.

� 1강� :� 치환하기� &� 함수변화관찰� I� � ⇒

� 2강� :� graph� 그리기� &� 함수변화관찰� II� � ⇒

� 3강� :� 관계찾기� &� 함수특징관찰� � ⇒

� 4강� :� 좌표설정� &� 함수식세우기�

� 교재� 무료� 제공� :� 수능의� 流 (매주� 1권씩� 4권)
� 수능의� 流 :�
� 류동원수학연구실에서� 제작하는� 현장단과수강생용� 기출� 분석과

� High� Quality� 창작� 예상� 문항집

� 강의� 영상� 제공� :� 매� 강의� 촬영하여� 수강생� e-mail로� 복습용� 강의영상� 전송

다음� 커리큘럼

7월 � Topic별� 해부학적� 구조분석� 5~8회차



                     

만원의� 행복� (하)만원의� 행복� (하)

EBS� 수능특강� 미적분EBS� 수능특강� 미적분

Best� 문항,� Best� 풀이Best� 문항,� Best� 풀이
(총� 2회� 중� 2회차)

수능특강의 핵심 포인트를 30문항으로 압축하여,

단 2회로 끝냅니다.

수업� 일정

일요일� PM� 2:00~5:30 6/27 1회

일요일� PM� 6:30~10:00 6/27 1회

추천� 학생

� 만원의행복(상)을� 수강한� 학생

� 만원의행복(상)이� 접수� 개시� 10분만에� 마감될� 줄은� 모르고�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생

� 조기에� 마감되어� 추가로� 개설한� 오전반마저� 하루가� 멀다하고� 마감되버릴� 줄은

� 차마� 상상하지� 못한� 학생

류동원� 6월� 강의2� 안내



                     

특징� &� 강점

� 만원의� 행복� (하)� :� 도함수의� 활용I� ~� 최종

� EBS수능특강� 그� 많은걸� 다� 풀거니?� 그렇다고� 안풀거니?

� 반복적인� 동일유형,� 출제확률� Zero의� 조선시대� 문제들은� 다� 빼고,

� 수능특강의� 핵심� 포인트를� 30문항으로� 압축하여,

� 단� 2회로� 끝냅니다.� EBS� 수능특강� 미적분을.

� 핵심� Best� 문항� 30제� 실전� (80분)

� Better� 내용요약� &� 30제� Best� 해설� (120분)

� ※� 과제� Good� 30문항� 제공

다음� 커리큘럼

0월
� 만원의행복� 특강은

� 만원의행복(하)를� 끝으로� 종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