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강
기
간
과목

2월

2월 1일(수) ~ 2월 28일(화) (4주 과정)
2월 15일(수) ~ 2월 28일(화) (2주 과정)

고등부
재수생

문의 : 02)935 - 3378 (代)

학원설립운영등록번호 제2005-122호

단과 특강

접
수
일

1월 21일(토)
오전 9시부터 접수

개
강
일

월요특별반
화요특별반
수요특별반
목요특별반

현장 & 온라인 동시접수

국어

영어

2월 6일 (월)
2월 7일 (화)
2월 1일 (수)
2월 2일 (목)

금요특별반
토일/토요특별반
일요특별반
재수단과반

2월 3일 (금)
2월 4일 (토)
2월 5일 (일)
2월 15일 (수)

주중특별반 강좌별 참조

95,000 원
52,000 원

수 토일/토특/일특반
강
재수단과반
료

일부 강좌 개별 참조

일부 강좌는 개별 참조 부탁드립니다.

수학
김유진

수능국어

시간 단축의 비법 !
실질적으로 성적이 오르는 수업!
어려워진 수능 국어영역, 완벽 대비!
개강일 / 시간

한 번도 안 들은 학생은 있어도,
한 번만 듣는 학생은 없다!
수능 국어는 줌인으로 통한다!!

현) 강북메가스터디 국어과 최다마감강사
현) 비유와 상징 고등부 전문 집필진
현) FORMA 국어연구소장,
Man to Man 학원 국어과 대표강사
전) 종로, 대치, 목동, 송파, 노량진 출강 강사
전) 조선일보 - 고전 속의 논술 강사
저서) 완자, 한 권으로 끝내기, 내공의 힘,
EBS 고전시가 필수어휘

어떠한 난이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실력을 키운다

줌인

버미

JJun

럭스

주민철 129

김태범 112

이준 735

전정수 723

원리에 ZOOM-IN하면 1교시는 100점이다!
서강대학교 인문학부 졸업
現 메가스터디 대치 러셀 단과반 출강
前 중계 조동기 국어논술학원 부원장 및 대표강사
前 목동 문명국어학원 고3 강사

수강기호

N수생

1
Am 9:00~10:00
교시

재
수
생
단
과
반

2
Am 10:10~11:10

“Algebra(대수학)은 Sentence(문장)”
이라는(요즘 수학 문제들의 경향) 관점을
갖도록 지도합니다. “수학 공식”은
꼭 필요할 때 쓰는 것이지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수학문제 해결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강사는 강의로 승부한다.
완벽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시키는 강의!

임철순

푸우

젤센

무한

임철순 737

조의상 308

천상훈 320

김광일 317

·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새로운 바람, 새로운 대세! 영어 절대평가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절대평가, 한 강좌로 끝내자! [영어 ALL-IN-ONE]
Linguistics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영어 독해 전문가
· 2016 한해 선배들이 극찬했던 바로 그 강의 ·변화된 입시제도에 맞춰 개선된 부담 없는 커리큘럼
·하나씩! 천천히! 자세히! 쉽게! 영어를 즐겁게 공부하자
· 수강생 전원 영어구문 첨삭 실시

N수생

언중유골 ALL IN ONE (통합국어) 시작반

새로운 출발 – 미분·적분 Ⅱ

이것 하나로 모든 강좌는 정복된다! 궁극의 국어강좌!

수능개념 + 수능기출 집중분석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의 모든 것 그리고 EBS수능특강!

처음부터~

•단 하나의 국어 해결책, 단 하나뿐인 강좌! 누구에게나 열린 국어!
•교재 : 필수 수능기출문항 + 수능연계 EBS + 비연계 예상 문제 중심!
•부교재 : PAPER (매일학습 후 주간점검 + 주간점검 시스템)
•문법 강화 프로젝트 : 2017 All New 백일장 (새로워진 문법강화교재)

•수능에 꼭 나오는 문제 유형에 대한 개념정리 완성
•매시간 과제물 50제 익히기
•수학실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성적이 상승되는 수업
•3月 모의고사대비 집중수업

N수생

교시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졸
- 출제자의 노림수를 꿰뚫어 보는 강의
- 수능 실전에 가장 최적화된 강의
- 수험생의 성공적인 대입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정한 Pace Maker

·100% 이해의 마법사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드라마처럼 이어지는 강의
·매시간 출결 + 과제물 + 첨삭
·성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성적이
수직상승 되는 수업

언중유골 ALL IN ONE (통합국어) 시작반

N수생

[절대평가] 9 to the 1 = 91 영어종합 강좌

N수생

2018 수능영어 제대로 시작하기

N수생

수능 영어 ALL-IN-ONE (시작반)

N수생

새로운 출발 – 수학 Ⅱ

이것 하나로 모든 강좌는 정복된다! 궁극의 국어강좌!

9등급에서 1등급까지! 91점 목표반! 반드시 이끌어낸다.

절대평가 수능영어? 방심하지마라! 수능의 본질은 똑같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절대평가, 그에 딱 맞춰서 공부하자!

수능개념 + 수능기출 집중분석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의 모든 것 그리고 EBS수능특강!

EBS 분석,변형/ 어휘 / 구문 / 독해 / 어법 / 듣기 필요한 것만 제대로!!

2주간 유형독해+구문독해로 2018 수능 대비 및 EBS 몸풀기!

절대평가에는 여러 강좌 필요 없다, 단 한 강좌로 끝내자

처음부터~

•대상 : 수능 영어를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
•한 강좌에 모든 파트를 담았다 - 단어 + 기초구문 + 독해 + 어법
•극효율주의 : 명확한 범위 설정을 통해 영어 학습 부담을 최소화
•하나씩! 천천히! 자세히! 쉽게! 올해는 영어를 즐겁게 공부하자

•수능에 꼭 나오는 문제 유형에 대한 개념정리 완성
•매시간 과제물 50제 익히기
•수학실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성적이 상승되는 수업
•3月 모의고사대비 집중수업

•단 하나의 국어 해결책, 단 하나뿐인 강좌! 누구에게나 열린 국어!
•교재 : 필수 수능기출문항 + 수능연계 EBS + 비연계 예상 문제 중심!
•부교재 : PAPER (매일학습 후 주간점검 + 주간점검 시스템)
•문법 강화 프로젝트 : 2017 All New 백일장 (새로워진 문법강화교재)

•해석에 필요한 기본 구문부터 독해의 답을 결정짓는 고난이도 구문까지!
•필수 어휘, 필수 어법을 구문과 함께 쉽게 익힌다.
•수능 독해 유형을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이해하여 점수를 상승시킨다.
•매주 어휘테스트 / 미니 실전 모의고사 / EBS 분석/변형 문제 자료 제공

N수생

교시
3
Am 11:20~12:20

[절대평가] 9 to the 1 = 91 영어종합 강좌

•독해: 유형별 독해전략(글의 순서, 삽입, 제거)
•문법: LUX Structure 구문독해 (분사,분사구문)
•듣기/어휘: 매주 수능실전LC TEST 및 매시간 단어 TEST
•매주 꼼꼼한 영어번역 개인별 첨삭지도

N수생

2018 수능영어 제대로 시작하기

9등급에서 1등급까지! 91점 목표반! 반드시 이끌어낸다.

절대평가 수능영어? 방심하지마라! 수능의 본질은 똑같다!

EBS 분석,변형/ 어휘 / 구문 / 독해 / 어법 / 듣기 필요한 것만 제대로!!

2주간 유형독해+구문독해로 2018 수능 대비 및 EBS 몸풀기!

•해석에 필요한 기본 구문부터 독해의 답을 결정짓는 고난이도 구문까지!
•필수 어휘, 필수 어법을 구문과 함께 쉽게 익힌다.
•수능 독해 유형을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이해하여 점수를 상승시킨다.
•매주 어휘테스트 / 미니 실전 모의고사 / EBS 분석/변형 문제 자료 제공

•독해: 유형별 독해전략(글의 순서, 삽입, 제거)
•문법: LUX Structure 구문독해 (분사, 분사구문)
•듣기/어휘: 매주 수능실전LC TEST 및 매시간 단어 TEST
•매주 꼼꼼한 영어번역 개인별 첨삭지도

N수생

수능 영어 ALL-IN-ONE (시작반)

N수생

새로운 출발 – 미분적분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절대평가, 그에 딱 맞춰서 공부하자!
절대평가에는 여러 강좌 필요 없다, 단 한 강좌로 끝내자

처음부터~
•수능에 꼭 나오는 문제 유형에 대한 개념정리 완성
•매시간 과제물 50제 익히기
•수학실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성적이 상승되는 수업
•3月 모의고사대비 집중수업

N수생

새로운 출발 – 확률통계

주
중
특
별
반

요일 및 시간
강좌별 참조

고등국어에 눈을 뜨게 하는 FADE-IN 국어 (4주 완성)

수능국어

언중유골 ALL IN ONE (통합국어)

예비고2

LUX 월요 영어 집중반

예비고3

수능 영어 ALL-IN-ONE

예비고3

이것 하나로 모든 강좌는 정복된다! 궁극의 국어강좌!

2학년의 첫 모의고사/그리고 중간고사! 시작이 반이다!

듣기+독해+문법+구문 겨울방학 8주간 끝내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절대평가, 그에 딱 맞춰서 공부하자!

수능고득점을 위한 수능대비 집중반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의 모든 것 그리고 EBS수능특강!

수능 유형 파악/내신 필수 문법, 서술형 정리

[구문독해] 분사/분사구문, 동사의 이해, 문장의 형식, 기타구문

절대평가에는 여러 강좌 필요 없다, 단 한 강좌로 끝내자

미분 + 적분

•1주차 : 운문문학 키워드 독해 + 음운론 실전 적용 문제 풀이
화요특별반 •2주차 : 운문문학 실전 적용 훈련 + 음운의 변동 실전 적용 문제 풀이
Pm 4:30~7:10
•3주차 : 산문문학 키워드 독해 + 형태소 실전 적용
95,000원 •
4주차 : 산문문학 실전 적용 훈련 + 품사론 실전 적용 문제 풀이

•단 하나의 국어 해결책, 단 하나뿐인 강좌! 누구에게나 열린 국어!
화요특별반 •교재 : 필수 수능기출문항 + 수능연계 EBS + 비연계 예상 문제 중심!
Pm 6:30~9:10
•부교재 : PAPER (매일학습 후 주간점검 + 주간점검 시스템)
95,000원 •
문법 강화 프로젝트 : 2017 All New 백일장 (새로워진 문법강화교재)

•대상: 상위권 도약을 위한 영어집중반 (고3 선행과정)
월요특별반 •교재: 독해-수능 기출문제 및 EBS기출 / 문법-LUX Structure
Pm 7:00~10:00
•듣기- 수능기출+2018 EBS / 어휘-LUX Voca2500
106,000원 •
매주 개인별 과제물 + 영어번역 첨삭지도

•대상 : 수능 영어를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
수요특별반 •한 강좌에 모든 파트를 담았다 - 단어 + 기초구문 + 독해 + 어법
Pm 6:30~9:10
•극효율주의 : 명확한 범위 설정을 통해 영어 학습 부담을 최소화
95,000원 •
하나씩! 천천히! 자세히! 쉽게! 올해는 영어를 즐겁게 공부하자

전학년

•수능 유형별 독해 분석을 통해 문제 풀이 능력을 기른다
수요특별반 •내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법/서술형 정리
Pm 6:30~9:10
•매주 실전 미니모의고사 시험 + 해설(단기간 최대 점수 상승)
95,000원
•매주 꼼꼼한 어휘 테스트

예비고1

모의고사 개별클리닉 + 문법 집중반 (4주 완성)

고1 3월 모의고사/내신 대비반

예비고2

수능 영어 ALL-IN-ONE

이제는 실전이다! 겨울방학에 실전훈련과 문법완성을 꿈꾸는 야심가의 필수코스

고등학교 첫 모의고사/그리고 중간고사! 시작이 반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절대평가, 그에 딱 맞춰서 공부하자!

모의고사 취약유형 개별 클리닉 + 수능문법 전범위 완전분석

수능 유형 파악/내신 필수 문법, 서술형 정리

절대평가에는 여러 강좌 필요 없다, 단 한 강좌로 끝내자

•수능 유형별 독해 분석을 통해 문제 풀이 능력을 기른다
목요특별반 •내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법/서술형 정리
Pm 4:30~6:40
•매주 실전 미니모의고사 시험 + 해설(단기간 최대 점수 상승)
77,000원
•매주 꼼꼼한 어휘 테스트

수능국어

언중유골 ALL IN ONE (통합국어)

예비고2

예비고2

수능 영어 ALL-IN-ONE

Pm 6:30~9:30

106,000원

예비고2

•반 구성원들의 실력에 맞는 최적의 수업을 합니다!

목요특별반
Pm 6:30~9:30

106,000원

예비고1

새로운 출발 - 수학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절대평가, 그에 딱 맞춰서 공부하자!

새학기 첫출발 내신집중 대비반
방정식 + 부등식

•단 하나의 국어 해결책, 단 하나뿐인 강좌! 누구에게나 열린 국어!
토요특별반 •교재 : 필수 수능기출문항 + 수능연계 EBS + 비연계 예상 문제 중심!
Pm 12:20~3:00
•부교재 : PAPER (매일학습 후 주간점검 + 주간점검 시스템)
95,000원 •
문법 강화 프로젝트 : 2017 All New 백일장 (새로워진 문법강화교재)

•수능 유형별 독해 분석을 통해 문제 풀이 능력을 기른다
•내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법/서술형 정리
•매주 실전 미니모의고사 시험 + 해설(단기간 최대 점수 상승)
•매주 꼼꼼한 어휘 테스트

•대상 : 수능 영어를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
•한 강좌에 모든 파트를 담았다 - 단어 + 기초구문 + 독해 + 어법
•극효율주의 : 명확한 범위 설정을 통해 영어 학습 부담을 최소화
•하나씩! 천천히! 자세히! 쉽게! 올해는 영어를 즐겁게 공부하자

예비

국어에 빠져들다!! FALL-IN 국어 (계속반)

고3

수능 영어 ALL-IN-ONE

예비고2

새로운 출발 - 미분·적분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절대평가, 그에 딱 맞춰서 공부하자!

새학기 첫출발 내신집중 대비반

수능 유형 파악/내신 필수 문법, 서술형 정리

절대평가에는 여러 강좌 필요 없다, 단 한 강좌로 끝내자

함수의 극한

•수능 유형별 독해 분석을 통해 문제 풀이 능력을 기른다
•내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법/서술형 정리
•매주 실전 미니모의고사 시험 + 해설(단기간 최대 점수 상승)
•매주 꼼꼼한 어휘 테스트

•대상 : 수능 영어를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
•한 강좌에 모든 파트를 담았다 - 단어 + 기초구문 + 독해 + 어법
•극효율주의 : 명확한 범위 설정을 통해 영어 학습 부담을 최소화
•하나씩! 천천히! 자세히! 쉽게! 올해는 영어를 즐겁게 공부하자

[절대평가] 9 to the 1 = 91 영어종합 강좌

예비고3

수능 영어 ALL-IN-ONE

수능 난코스 한방에 끝내기!! 고전과 독서의 콜라보를 경험하라!!

9등급에서 1등급까지! 91점 목표반! 반드시 이끌어낸다.

문학 : 고전문학 8주 완성 + 독서 : FLOW 독해법(흐름 잡기)

EBS 분석,변형/ 어휘 / 구문 / 독해 / 어법 / 듣기 필요한 것만 제대로!!

절대평가에는 여러 강좌 필요 없다, 단 한 강좌로 끝내자

•1주차 : 고전문학 기초이론 및 필수 어휘 + FLOW 독해법 <도약편 1>
일요특별반 •2주차 : 필수 시조 30선 완벽 정리 + FLOW 독해법 <도약편 2>
Pm 3:30~6:10
•3주차 : 조선시대 가사문학 주요작품 정리 ① + FLOW 독해법 <비상편 1>
95,000원 •
4주차 : 조선시대 가사문학 주요작품 정리 ② + FLOW 독해법 <비상편 2>

•해석에 필요한 기본 구문부터 독해의 답을 결정짓는 고난이도 구문까지!
•필수 어휘, 필수 어법을 구문과 함께 쉽게 익힌다.
•수능 독해 유형을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이해하여 점수를 상승시킨다.
•매주 어휘테스트 / 미니 실전 모의고사 / EBS 분석/변형 문제 자료 제공

•대상 : 수능 영어를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
•한 강좌에 모든 파트를 담았다 - 단어 + 기초구문 + 독해 + 어법
•극효율주의 : 명확한 범위 설정을 통해 영어 학습 부담을 최소화
•하나씩! 천천히! 자세히! 쉽게! 올해는 영어를 즐겁게 공부하자

•명품 문제를 통한 창의력 개발 → 수능 1등급 대비
•반 구성원들의 실력에 맞는 최적의 수업을 합니다!

예비고2

새로운 출발 - 확률·통계

수능뽀개기 - 기하·벡터
평면 벡터
•수능에 꼭 나오는 문제 유형에 대한 개념정리 완성
•매시간 과제물 50제 익히기
•수학실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성적이 상승되는 수업
•3月 모의고사대비 집중수업

토요특별반

Pm 6:30~9:10
예비

고3

N수생

ZOOM-IN으로 GOAL-IN하라! (EBS시작반)

수능국어

언중유골 ALL IN ONE (통합국어)

예비

고3

수능 영어 ALL-IN-ONE

예비고3

수능 뽀개기 – 미분·적분Ⅱ (시작반)

미분Ⅰ

예비고2

기초개념 + 문제해석 + 응용문제풀이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강의

함수의 극한~

•성질에 대한 정교한 고찰
•중·고등 기초 기하학과의 접목
•명품 문제를 통한 창의력 개발 → 수능 1등급 대비

개념과 원리 - 미적분Ⅰ

화요특별반
Pm 6:30~9:10

95,000원

예비고3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개념과 원리 탐구력 향상
•완벽한 개념완성
•쉽고 자세히

개념과 원리 - 확·통 총정리
기초 개념 + 응용문제풀이 + 수능고득점
확률 + 통계

목요특별반
Pm 6:30~9:10

95,000원

예비고1

수학Ⅰ

예비고1

•중·고등 기초 기하학과의 접목
•명품 문제를 통한 창의력 개발 → 수능 1등급 대비

미적Ⅰ

예비고2

•중·고등 기초 기하학과의 접목
•명품 문제를 통한 창의력 개발 → 수능 1등급 대비

고1수학 총정리반 : 수능기초 확립반

예비고3

•중·고등 기초 기하학과의 접목
•명품 문제를 통한 창의력 개발 → 수능 1등급 대비

예비고3

•중·고등 기초 기하학과의 접목
•명품 문제를 통한 창의력 개발 → 수능 1등급 대비
•기하벡터 ⇒ 미적II ⇒ 기하벡터 ⇒ 미적II …
예비

고2

예비

고3

개념과 원리 - 수Ⅱ 총정리

•대상 : 수능 영어를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
•한 강좌에 모든 파트를 담았다 - 단어 + 기초구문 + 독해 + 어법
•극효율주의 : 명확한 범위 설정을 통해 영어 학습 부담을 최소화
•하나씩! 천천히! 자세히! 쉽게! 올해는 영어를 즐겁게 공부하자

•수능에 꼭 나오는 문제 유형에 대한 개념정리 완성
•매시간 과제물 50제 익히기
•수학실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성적이 상승되는 수업
•3月 모의고사대비 집중수업

수능 고득점을 위한 수능대비 집중반

어휘 / 구문 / 독해 / 어법 / 듣기 필요한 것만 제대로!!

통계

•단 하나의 국어 해결책, 단 하나뿐인 강좌! 누구에게나 열린 국어!
일요특별반 •교재 : 필수 수능기출문항 + 수능연계 EBS + 비연계 예상 문제 중심!
Pm 7:00~9:40
•부교재 : PAPER (매일학습 후 주간점검 + 주간점검 시스템)
95,000원 •
문법 강화 프로젝트 : 2017 All New 백일장 (새로워진 문법강화교재)

•해석에 필요한 기본 구문부터 독해의 답을 결정짓는 고난이도 구문까지!
•필수 어휘, 필수 어법을 구문과 함께 쉽게 익힌다.
•수능 독해 유형을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이해하여 점수를 상승시킨다.
•매주 어휘테스트 / 미니 실전 모의고사

•수능에 꼭 나오는 문제 유형에 대한 개념정리 완성
•매시간 과제물 50제 익히기
•수학실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성적이 상승되는 수업
•3月 모의고사대비 집중수업

④ 중·고등 내신 문법 개념에 수능형 어법성 판단 문제까지
끝내주는 마법같은 강의!

⑥ 매시간 단어 Test 로 어휘도 챙겨가는 센스!

2018 대입 이기다!

재수
정규반
강북지역 입시 최고수

“플로리스 교육 실현”
2월 13일 개강
H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있습니다.

2018 수능 재수성공을 위한 강북메가만의
신개념 재수생 과목별 단과 프로그램

(Megastudy Class)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개념과 원리 탐구력 향상
•완벽한 개념완성
•쉽고 자세히

•수능 유형별 독해 분석을 통해 문제 풀이 능력을 기른다
•내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법/서술형 정리
•매주 실전 미니모의고사 시험 + 해설(단기간 최대 점수 상승)
•매주 꼼꼼한 어휘 테스트

9등급에서 1등급까지! 91점 목표반! 반드시 이끌어낸다.

③ A코스+B코스+C코스면 문법 완전 정복!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문법 완성이
필요한
모든 학생!

⑤ 문법을 독해에 적용해 구문 독해까지 한방에!

확률 + 통계

•성질에 대한 정교한 고찰

수열 + 지수로그

이것 하나로 모든 강좌는 정복된다! 궁극의 국어강좌!

120,000원

기초 개념 + 응용문제풀이 + 수능고득점

처음~끝까지 순환진도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강의

미분 + 적분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의 모든 것 그리고 EBS수능특강!

Pm 6: 30
~Pm 9: 30

개념과 원리 - 확·통 총정리

절대평가에는 여러 강좌 필요 없다, 단 한 강좌로 끝내자

EBS 수능특강 시작 + 산문문학 실전훈련 + 독서 : 의도와 유형

4주

(월)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개념과 원리 탐구력 향상
•완벽한 개념완성
•쉽고 자세히

•성질에 대한 정교한 고찰

수능 유형 파악/내신 필수 문법, 서술형 정리

수능뽀개기 - 확률·통계

[심화+문제풀이편]이 Upgrade된 모습으로 Come back!
② B코스 “분사, 비교, 수동태, 관계사”

함수의 극한 + 미분 + 적분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강의

기초 개념 + 응용문제풀이 + 수능고득점

예비고3

2/6

기초 개념 + 응용문제풀이 + 수능고득점

처음~끝까지 순환진도

기하벡터

개념과 원리 - 미적분Ⅰ총정리

수능 고득점을 위한 수능대비 집중반

[절대평가] 9 to the 1 = 91 영어종합 강좌

① 3달 안에 주요 문법 끝내기!- 중J 문법 순환 코스

개념과 원리 - 미적분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절대평가, 그에 딱 맞춰서 공부하자!

N수

❖ 문법 단기 완성(B코스)

개념과 원리 - 수학Ⅰ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개념과 원리 탐구력 향상
•완벽한 개념완성
•쉽고 자세히

•성질에 대한 정교한 고찰

고2 고3 N수

대상

함수의 극한~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강의

예비 예비

강의

기초개념 + 문제해석 + 응용문제풀이

처음~끝까지 순환진도

고2 고3 N수

과정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개념과 원리 탐구력 향상
•완벽한 개념완성
•쉽고 자세히

•성질에 대한 정교한 고찰

예비 예비

개강일 / 시간

함수부터~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강의

고2 고3 N수

진정한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수준별 과외식 강의!!
현 인터넷 메가스터디 강사와 함께하는 완소강의

기초개념 + 문제해석 + 응용문제풀이

중간고사 대비반

예비 예비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개념과 원리 탐구력 향상
•완벽한 개념완성
•쉽고 자세히

2학년의 첫 모의고사/그리고 중간고사! 시작이 반이다!

수능은 분석이다! 어떤 제시문도 통하는 분석의 노하우를 경험하라!
•1주차 : 현대소설 FINAL 분석 요령 + 독서 골인 비법 <실전 적용 1>
•2주차 : 현대소설 FINAL 적용 훈련 + 독서 골인 비법 <실전 적용 2>
•3주차 : 고전소설 FINAL 이론 학습 + EBS 독서 실전 <인문 + 과학>
•4주차 : 고전소설 FINAL 적용 훈련 + EBS 독서 실전 <철학 + 경제>

•반 구성원들의 실력에 맞는 최적의 수업을 합니다!

확률 + 이항정리

수능 고득점을 위한 수능대비 집중반

예비고3

•명품 문제를 통한 창의력 개발 → 수능 1등급 대비

89,000원

저자와 함께하는 문법 단기 완성!
(기초~선행)

개념과 원리-확통 총정리(2개월 완성)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개념과 원리 탐구력 향상
•완벽한 개념완성
•쉽고 자세히

•중·고등 기초 기하학과의 접목

Pm 6:00~8:30

최현정

영어

개념과 원리-미적분Ⅰ 총정리 (2개월 완성)

처음부터~

•성질에 대한 정교한 고찰

수요특별반

⑥ 수능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한자성어, 속담, 맞춤법, 고어)

기초 개념 + 응용문제풀이 + 문제해석

진도 : 처음~끝까지 순환진도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편안한 수업
•매시간 과제물 50제 익히기
•출결 관리 및 일대일 첨삭 진행
•무조건 성적이 상승되는 수업

교시

고2 3월 모의고사/내신 대비반

N수생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강의

수능 고득점을 위한 수능대비 집중반

예비고3

예비고2

확·통

고2 고3 N수

⑤ 주 1회의 강의 ! 효율성이 높습니다. 집중도 99%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개념과 원리 탐구력 향상
•완벽한 개념완성
•쉽고 자세히

•중·고등 기초 기하학과의 접목

예비 예비

예비고3,
N수생

처음부터~

•성질에 대한 정교한 고찰

N수생

④ 수업이 끝난 후 유진쌤과 자유로운 피드백 ! 성적 고민하지 마세요!

기초 개념 + 응용문제풀이 + 문제해석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강의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편안한 수업
•매시간 과제물 50제 익히기
•출결 관리 및 일대일 첨삭 진행
•무조건 성적이 상승되는 수업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절대평가, 그에 딱 맞춰서 공부하자!

4
Pm 5:00~6:20

N수생

진도 : 처음~끝까지 순환진도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편안한 수업
•매시간 과제물 50제 익히기
•출결 관리 및 일대일 첨삭 진행
•무조건 성적이 상승되는 수업

고등학교 첫 모의고사/그리고 중간고사! 시작이 반이다!

N수

미·적Ⅰ

함수의 극한

절대평가에는 여러 강좌 필요 없다, 단 한 강좌로 끝내자

2
Pm 2:00~3:20

Pm 6:30~9:10

•명품 문제를 통한 창의력 개발 → 수능 1등급 대비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편안한 수업
•매시간 과제물 50제 익히기
•출결 관리 및 일대일 첨삭 진행
•무조건 성적이 상승되는 수업

수능 유형 파악/내신 필수 문법, 서술형 정리

예비고1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개념과 원리 탐구력 향상
•완벽한 개념완성
•쉽고 자세히

•중·고등 기초 기하학과의 접목

새학기 첫출발 내신집중 대비반

2학년의 첫 모의고사/그리고 중간고사! 시작이 반이다!

고1 3월 모의고사/내신 대비반

처음부터~

•성질에 대한 정교한 고찰

N수생

Pm 6: 40
~Pm 9: 20

106,000원

개념과 원리-기하와 벡터 총정리 (2개월 완성)
기초 개념 + 응용문제풀이 + 문제해석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강의

새로운 출발 – 미분·적분 I

이것 하나로 모든 강좌는 정복된다! 궁극의 국어강좌!

예비고1

예비고2

고2 3월 모의고사/내신 대비반

•대상 : 수능 영어를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
목요특별반 •한 강좌에 모든 파트를 담았다 - 단어 + 기초구문 + 독해 + 어법
Pm 6:30~9:10
•극효율주의 : 명확한 범위 설정을 통해 영어 학습 부담을 최소화
95,000원 •
하나씩! 천천히! 자세히! 쉽게! 올해는 영어를 즐겁게 공부하자

월요특별반

•수능에 꼭 나오는 문제 유형에 대한 개념정리 완성
•매시간 과제물 50제 익히기
•수학실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성적이 상승되는 수업
•3月 모의고사대비 집중수업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의 모든 것 그리고 EBS수능특강!

교시

일요특별반

수능뽀개기 - 미분·적분Ⅰ

문학 개념어 학습 및 장르별 원리 이해 + 고등문법 완전 정복

1
Pm 12:30~1:50

토
일
반

전학년

대치동에서 이미 검증된 예비고1의 표준!! 새로운 국어를 경험하라!!

교시

3
Pm 3:30~4:50

고2 3월 모의고사/내신 대비반

N수생

진도 : 처음~끝까지 순환진도

•수능에 꼭 나오는 문제 유형에 대한 개념정리 완성
•매시간 과제물 50제 익히기
•수학실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성적이 상승되는 수업
•3月 모의고사대비 집중수업

•바로 풀고, 바로 해설하는 현장강의로 시간 관리까지 연습하는 성적 향상의 필수 코스
화요특별반 •1:1 클리닉으로 강사가 직접 관리하고 개인별 취약유형까지 잡아주는 THE 특별한 수업
Pm 7:20~10:00
•2017년 융합 문법에 대비하는 단원별 핵심 정리 및 이해 중심의 스페셜한 문법 강의
95,000원 •
일일과제장 첨삭으로 개별 취약유형 진단 및 개별 과제물로 취약 장르 보완 및 극복

교시

•반 구성원들의 실력에 맞는 최적의 수업을 합니다!

③ 확실한 개념 수업과 실전 문제를 통해 수능의 원리를 터득하는 수업

4주

(금)

개념과 원리-미적분Ⅱ 총정리 (2개월 완성)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개념과 원리 탐구력 향상
•완벽한 개념완성
•쉽고 자세히

•명품 문제를 통한 창의력 개발 → 수능 1등급 대비

기하·벡터

대상

② 고난이도 비문학 - 어려운 지문을 통한 실전 연습

처음부터~

•중·고등 기초 기하학과의 접목

N수생

2/3

기초 개념 + 응용문제풀이 + 문제해석

•성질에 대한 정교한 고찰

처음부터~

예비고1

N수생

진도 : 처음~끝까지 순환진도

수능개념 + 수능기출 집중분석

교시

수Ⅱ

강의

① 문법 기초 수업 + 실전 문제를 통한 문법 파트 완벽 정리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강의

수능개념 + 수능기출 집중분석

•대상 : 수능 영어를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
•한 강좌에 모든 파트를 담았다 - 단어 + 기초구문 + 독해 + 어법
•극효율주의 : 명확한 범위 설정을 통해 영어 학습 부담을 최소화
•하나씩! 천천히! 자세히! 쉽게! 올해는 영어를 즐겁게 공부하자

4
Pm 12:30~1:30

N수생

과정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개념과 원리 탐구력 향상
•완벽한 개념완성
•쉽고 자세히

예비고3

개념과 원리 – 기하와 벡터

재수생 단과반
4강좌이상 수강생에게
드리는 특별한 프로그램
▶ 매월

재수생 단과반
개강일에 시작됩니다.

재수생 단과반

4강좌 수강생

선착순
60명 모집!

기초 개념 + 응용문제풀이 + 수능고득점
공간도형 + 벡터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개념과 원리 탐구력 향상
•완벽한 개념완성
•쉽고 자세히

H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