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급강대수학� 수학� I고급강대수학� 수학� I
4점� 해결을� 위한� 개념의� 재배열4점� 해결을� 위한� 개념의� 재배열

(총� 6회� 중� 5~6회차)� �

그 누구도 그 어디에도 없는

수능만점 4점 킬러 개념의 재배열 

독보적인 대체불가

유일무이 수능만점 4점 고퀄창작문항 contents 

수업� 일정

토요일� PM� 6:30~10:00 6/12� � 6/19 2회

추천� 학생

� 1)� 수학100점� 달성� 위한� 수학I� 접근법,� 공부법을� 새롭게� 배우고� 싶은� 학생

� � � (문제를� 읽기,� 문제� 적용� 심화개념,� 고퀄창작문항의� 적용� 훈련� )

� 2)� 기존교과서틀이� 아닌� 통합적시각과� 개념의� 재배열로� 문제해결� 능력� 향상

� � � (왜� 지로삼함수가� 안되었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되는� 독보적� 4점� 해결� 강좌)� �

� 3)� 개념의� 재배열과� 압도적인� 창작문항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

� (뻔한� 기출과� 개념적용이� 아닌,� 깊이� 있고� 오개념을� 바로잡는� 고퀄창작문항의� 적용� 훈련)

� (4점기출30%� +� 창작70%의� 압도적이고� 독보적인� 문항구성)� �

은종찬� 6월� 강의1� 안내



                     

특징� &� 강점

� 1)� 수능만점자,� 서울대합격자� 절대� 다수가� 듣고� 정리했던� 고급강대수학� contents� !!

�

� -� 강대,� 시대인재,� 러셀,� 종로� 등� 수능최상위권이� 수강한� 100점� 목표강좌

�

� -� 매년� 수능� 20,� 21,� 29,� 30은� 은샘의� 고퀄창작문항과� 가장� 유사출제

� 2)� 은샘의� 고급강대수학� 수학I� 강의는� 효율적인� 100점� 위한� 실전� 강좌� !!

�

� -� 오직� 4점문항을� 풀어내기� 위한� 지로삼,� 수열� 개념을� 재배열한� 고퀄러티� contents� !!

�

� -� 문제를� 읽기,� 문제� 적용� 심화개념,� 기출과� 고퀄창작문항의� 적용� 훈련�

�

� -� 기존� 기출서� 풀이� 대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100점� 위한� 실전적� 킬러접근훈련

�

� 3)� 수학I의� 접근틀을� 완전히� 갈아� 엎는� 독창적인� 교재구성

�

� -� 오직� 100점� 위한� 시험장� 적용� 위한� 최우선� 개념틀� 잡기� 집중훈련� � �

�

� -� 양적/질적� 최단시간� 최대효과를� 위한� 비교불가� 문항으로� 교재구성

� � � (절대다수가� 3가지� 이상� 개념이� 융합된� 고퀄창작문항으로� 구성)

�

� -� 온/오프라인� 최고의� 문항개발팀과� 함께한� 최신� 2022학년도� 버젼� 고퀄문항

다음� 커리큘럼

7~11월 고급강대수학� Final� 모의고사



                     

고급강대수학� 수학� II고급강대수학� 수학� II
개념의� 재배열� (미적분� 4점� 중심)개념의� 재배열� (미적분� 4점� 중심)

(총� 9회� 중� 8~9회차)� �

그 누구도 그 어디에도 없는

수능만점 4점 킬러 개념의 재배열 

독보적인 대체불가

유일무이 수능만점 4점 고퀄창작문항 contents 

수업� 일정

일요일� AM� 8:30~12:00 6/13� � 6/20 2회

추천� 학생

� 1)� 수학100점� 달성� 위한� 수학II� 접근법,� 공부법을� 새롭게� 배우고� 싶은� 학생

� � � (문제를� 읽기,� 문제� 적용� 심화개념,� 고퀄창작문항의� 적용� 훈련� )

� 2)� 기존교과서틀이� 아닌� 통합적시각과� 개념의� 재배열로� 문제해결� 능력� 향상

� � � (왜� 미적분이� 안되었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되는� 독보적� 4점� 해결� 강좌)� �

� 3)� 개념의� 재배열과� 압도적인� 창작문항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

� (뻔한� 기출과� 개념적용이� 아닌,� 깊이� 있고� 오개념을� 바로잡는� 고퀄창작문항의� 적용� 훈련)

� (4점기출30%� +� 창작70%의� 압도적이고� 독보적인� 문항구성)� �

은종찬� 6월� 강의2� 안내



                     

특징� &� 강점

� 1)� 수능만점자,� 서울대합격자� 절대� 다수가� 듣고� 정리했던� 고급강대수학� contents� !!

�

� -� 강대,� 시대인재,� 러셀,� 종로� 등� 수능최상위권이� 수강한� 100점� 목표강좌

�

� -� 매년� 수능� 20,� 21,� 29,� 30은� 은샘의� 고퀄창작문항과� 가장� 유사출제

� 2)� 은샘의� 고급강대수학� 수학II� 강의는� 효율적인� 100점� 위한� 실전� 강좌� !!

�

� -� 오직� 4점문항을� 풀어내기� 위한� 미적분� 개념을� 재배열한� 고퀄리티� contents� !!

�

� -� 문제를� 읽기,� 문제� 적용� 심화개념,� 기출과� 고퀄창작문항의� 적용� 훈련�

�

� -� 기존� 기출서� 풀이� 대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100점� 위한� 실전적� 킬러접근훈련

�

� 3)� 수학II(미적분)의� 접근틀을� 완전히� 갈아� 엎는� 독창적인� 교재구성

�

� -� 오직� 100점� 위한� 시험장� 적용� 위한� 최우선� 개념틀� 잡기� 집중훈련� � �

�

� -� 양적/질적� 최단시간� 최대효과를� 위한� 비교불가� 문항으로� 교재구성

� � � (절대다수가� 3가지� 이상� 개념이� 융합된� 고퀄창작문항으로� 구성)

�

� -� 온/오프라인� 최고의� 문항개발팀과� 함께한� 최신� 2022학년도� 버젼� 고퀄문항

다음� 커리큘럼

7~11월 � 고급강대수학� Final�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