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원� 특강만원� 특강

현지연과� 평가원의� 코드를� 풀어라현지연과� 평가원의� 코드를� 풀어라
(1회� 완성)

대성학원 본원 (노량진대성)

영어과 독보적 1타 (120명 마감 기록) 현지연T를

이제 강대단과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 일정

토요일� PM� 12:30~2:00 6/5 1회

추천� 학생

� 이틀� 전� 6평� 영어� 100점� 받지� 못한� 학생

� 간신히� 1등급은� 받았으나,� 6평에서도� 이정도면� 불안한� 학생

� 90분� 특강으로� 6월� 평가원� 모의평가� 영어� 복습을� 완성하려는� 학생

현지연� 6월� 강의1� 안내



                     

특징� &� 강점

� 6월� 3일� 평가원� 모의평가의� 문제를� 분석하고,� 복습하는� 1회성� 특강입니다.

� 90분간� 6평� 영어를� 완전히� 분석합니다.

� 영어과목의� 비중이� 커진� 2022학년도� 첫� 평가원� 모의평가의� 출제의도를� 파악합니다.

� 오답률� 상위문항의� 정체를� 밝힙니다.

� 남은� 기간� 영어학습의� 방향성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 6평� 영어� 분석� 자료집을� 제공합니다.

다음� 커리큘럼

7~8월 � 유형별,� 주제별� Topic



                     

수능영어� 1등급� 통합� Master수능영어� 1등급� 통합� Master
어휘ㆍ독해ㆍ실전전략을� 하나로어휘ㆍ독해ㆍ실전전략을� 하나로

(총� 13회� 중� 1~4회차)

대성학원 본원 (노량진대성)

영어과 독보적 1타 (120명 마감 기록) 현지연T를

이제 강대단과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 일정

일요일� PM� 1:10~4:10 6/6� � 6/13� � 6/20� � 6/27 4회

추천� 학생

� 수능� 영어� 1등급이� 꿈처럼� 느껴지거나(2~4등급),� 변동� 없는� 1등급을� 원하는� 학생

� '어휘� 따로� 독해� 따로'가� 아닌� 실전전략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학생

� 아는� 단어만� 연결하여� 느낌으로� 독해하는� 습관을� 고치고� 싶은� 학생

현지연� 6월� 강의2� 안내



                     

특징� &� 강점

� ◎� Voca� Master� Plan� :� 공부한� 어휘가� 독해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 -� 독해에� 바로� 쓰이는� 어휘,� 소재별� 어휘가� 지문독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 � � 효율적으로� 수업합니다.

� ◎� 독해� Master� Plan� :� 기출� 정복을� 통해� 평가원과� 물아일체의� 경지로!

� -�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나누어� 출제의� 코드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 � 향후� 문제를� 예측합니다.

� -� EBS� 유용하게� 활용하기!

� � � EBS의� 신소재와� 빈출소재� 정리하고� 탄탄한� 배경지식을� 쌓습니다.

� ◎� 실전감각� Master� Plan

� -� 매주� Half� 모의고사를� 과제로� 하고� Feedback� 노트� 작성� 후� 검사하여� 배부합니다.

� -� 시험시간� 단축� 전략과� 고난도� 문제에� 대한� 위기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 ◎� 교재� :� 다모임� (DAMOIM)

� -� 주간지형식의� 교재� 모음� Week� 1st~4th

� � � 수업시간에� Test� 할� 단어� [독해예습단어,� 혼동어휘,� 소재별어휘� 매주� 100단어]

� -� 고난도� 유형으로� 구성된� Half� 모의고사� /� 기출문제� 유형별� 독해� 전략� 및� 예제

� � � EBS� 주요� 지문과� 간접연계� 대비� 관련� 지문

다음� 커리큘럼

7~8월 � 수능영어� 1등급� 통합� Master� 5~13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