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널� 시즌1파이널� 시즌1

수I+수II� 미니모의고사수I+수II� 미니모의고사
[4점약점� 테마집중� N제][4점약점� 테마집중� N제]

[4점� New� Trend� Contents][4점� New� Trend� Contents]
(총� 9회� 중� 1~4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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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10� � 7/17� � 7/24 4회

추천� 학생

� 수학� 100점� 목표� 수강생� (익숙하고� 진부한� 문항을� 넘어서는� 4점� 수1/2� 약점� 테마집중� )

� 최고의� 미니모의고사를� 이용한� 수능� 실전� 100점� 달성� 훈련

� (대치동� 5년간� 평가원출제위원급과� 함께� 만든� 베스트문항으로� 구성)

� 불확실한� 수능� 난이도에� 선제적� 대응� 위한� 4점� 킬러와� 준킬러� N제연습

� (모든� 학원,� 인강,� 모의고사를� 압도하는� Contents로� 제작)

� 각� 단원별� 강대생들의� 약점체크와� 빠른� 문풀을� 위한� 실전적� 개념틀의� 완성

은종찬� 7월� 강의1� 안내



                     

특징� &� 강점

� 1)� 수능만점자� /� 서울대합격자� 절대� 다수가� 듣고� 정리했던� 고급강대수학�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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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능� 서울대� 합격자� 절대다수가� 들었던� 강좌

� 2)�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 -� 최근� 5년간� 대치동학원과� 역대� 평가원� 전현직� 수능출제� /�

� � � 검토진과� 만들었던� 베스트� 문항으로� 구성�

� -� 진부한� 기출과� 변형이� 아닌� 역대급� 문항개발팀과

� � � 서울대합격자� 20명� 이상이� 검토하고� 선택한� 최신� 문항으로� 구성�

�

� 3)� 고급강대수학N제� (4점� NTC� :� New� Trend� Contents)

� -� 진부한� 수1,� 수2,� 확통� 기존� 기출을� 넘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문항으로� 구성

� -� 기존인강서� 문제집들을� 압도하는� 문항개발로� 현존하는� 최고의� 4점문풀� 책자완성

� -� 1권� N제가� 시중에� 나온� 모든� 인강� 모의고사� 문항을� 압도하는� 창작문항으로� 구성

� -� 내용� :� 신유형� 지로삼� ,강대생의� 약점4점의� 고퀄화,

� � � � � � � � � 기출과� EBS변형� (90%이상� 창작문항� +� 최근� 3년간� 기출� /� EBS변형)

다음� 커리큘럼

8월 � 파이널� 시즌1� 수I+수II� 미니모의고사� 5~9회차

9~11월 � 파이널� 시즌2



                     

파이널� 시즌1파이널� 시즌1

수I+수II+확통� 파이널� 모의고사수I+수II+확통� 파이널� 모의고사 (자작)(자작)

[4점약점� 테마집중� N제][4점약점� 테마집중� N제]

[4점� New� Trend� Contents][4점� New� Trend� Contents]
(총� 9회� 중� 1~4회차)� �

수업� 일정

일요일� AM� 8:30~12:00 7/4� � 7/11� � 7/18� � 7/25 4회

추천� 학생

� 인문계열� 수학� 100점� 목표� 수강생

� (익숙하고� 진부한� 문항을� 넘어서는� 4점� 약점� 테마집중과� 봉투모의고사연습� )

� 최고의� 실전모의고사를� 이용한� 수능� 실전� 100점� 달성� 훈련

� (대치동� 5년간� 평가원출제위원급과� 함께� 만든� 베스트문항으로� 구성)

� 불확실한� 수능� 난이도에� 선제적� 대응� 위한� 4점� 킬러와� 준킬러� N제연습

� (모든� 학원,� 인강,� 모의고사를� 압도하는� Contents로� 제작)

� 각� 단원별� 강대생들의� 약점체크와� 빠른� 문풀을� 위한� 실전적� 개념틀의� 완성

은종찬� 7월� 강의2� 안내



                     

특징� &� 강점

� 1)� 수능만점자� /� 서울대합격자� 절대� 다수가� 듣고� 정리했던� 고급강대수학�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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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능� 서울대� 합격자� 절대다수가� 들었던� 강좌

� 2)�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 -� 최근� 5년간� 대치동학원과� 역대� 평가원� 전현직� 수능출제� /� 검토진과� 만들었던

� � � 베스트� 문항으로� 구성�

� -� 진부한� 기출과� 변형이� 아닌� 역대급� 문항개발팀과� 서울대합격자� 20명� 이상이

� � � 검토하고� 선택한� 최신� 문항으로� 구성�

3)� 고급강대수학N제� (4점� NTC� :� New� Trend� Contents)

� -� 진부한� 수1,� 수2,� 확통� 기존� 기출을� 넘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문항으로� 구성

� -� 기존인강서� 문제집들을� 압도하는� 문항개발로� 현존하는� 최고의� 4점문풀� 책자완성

� -� 1권� N제가� 시중에� 나온� 모든� 인강� 모의고사� 문항을� 압도하는� 창작문항으로� 구성

� -� 내용� :� 신유형� 지로삼� ,강대생의� 약점4점의� 고퀄화� ,기출과� EBS변형

� � � � � � � � � (90%이상� 창작문항� +� 최근� 3년간� 기출� /� EBS변형)

다음� 커리큘럼

8월 � 파이널� 시즌1� 수I+수II� 확통� 5~9회차

9~11월 � 파이널� 시즌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