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승준 수학은
시작부터 다르다.
2022 새로운 변화를 
극복하는 힘,

정승준선생님

-서울대학교 졸

-시대인재 대표강사

- 수I, 수II, 확통 전문가

출강학원

대치 시대인재, 새움

목동 시대인재, 사과나무

중계학림

성북학림

한계,
그 이상을
끌어 올리는 
남다른 시스템을
경험하라!
남들과 똑같이 공부해선 2022 수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승준 선생님의 혹독한 1등급 사수 프로젝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승준수학연구소 010.5612.2944

* 중계학림 (정시파이터)는 일요일 1시 30분에 스트리밍 강의로 진행

* 목동시대인재 (정시파이터)는 금요일 6시 30분에 스트리밍 강의로 진행

*토요일 오전 수업 제외 모든 반에서 수학I+수학II 수업이 진행됩니다. 

개별면담, 진학상담, 강좌상담 및 문의 통화 가능시간

매일 PM.3:00 ~ PM.10:00 이외의 시간에는 문자 남겨주시면 회신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9:00 –

12:30

대치 
시대인재
(확통정규)

대치새움

1:30 – 

5:00

대치 
시대인재

대치 
시대인재
(최상위)

6:30 – 

10:00

목동 
시대인재

성북학림 중계학림
대치

시대인재
정시파이터

대치새움
(최상위)

목동 
사과나무

성북학림
정시파이터

정규

시간표

확통 특강

시간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30 –

5:00

목동
사과나무

중계학림 성북학림 대치새움

대치시대인재 02-552-2373

대치새움학원 02-558-1060

중계학림 02-933-4747

성북학림 02-929-6833

목동사과나무 02-6258-4040

목동시대인재 02-2643-1237

정승준 수학연구소는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수I, 수II, 확통 컨텐츠 제작에 집중해왔습니다. 

2022 문·이과 통합 수학으로

늘어난 경쟁자를 이겨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  

정승준 수학의 철저한 학습 컨텐츠와

스파르타식 관리 시스템으로

1등급을 함께 이끌어냅시다.



수학,
하던 대로만 해선
안된다!

2배로
특훈하여
비상하라!

격이 다른 퀼리티로
압승하라!

 탄탄한 1등급 완성을 단기간에 이루기 위해 새롭게 설계된 수I, 수II 집중 특별관리형 수업입니다.

 원점수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나 큰 폭의 점수 향상이 목표인 학생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정승준 선생님의 수강생, 비수강생, 인문계열, 자연계열 진학 예정자 상관없이 수강 가능합니다.

정민이를 위한 개별 피드백 
[인파이터 모의고사 6회]

- 2, 3점 계산 실수가 많으니 쉬운 문제를 더 

  꼼꼼히 푸는 연습하기
- 3회 19번, 4회 22번, 5회 21번 등 
  적분 고난도를 많이 틀림   V 수평선 수II 77~93페이지 풀고 검사받기 

      (기한: 27일까지)
- 딥마인드 수II 83, 87페이지 (21번 관련

   개념, 유사문항) 복습하기- 수I 수열, 수II 적분 고난도 위주로 공부하기 

  (오답 철저히 정리!!)

정시파이터
NEW

1등급 사수, 극강 프로젝트
1 더욱 치열해진 2022 수능 수학 

문·이과 통합 수학으로 수능이 개편되면서, 등급 싸움을 해야 하는 경쟁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2021 수능 수학 응시자수 기준, 47만명의 수험생 사이에서 나의 수학 점수를 지켜내야 합니다.

POINT

6월 학평 수학 1등급 9월 학평 수학 1등급

4.8배 5.5배

1등급내 비중 약 5배 이상

인문

자연

*예비 수험생들의 6월/9월 학평 
수학 1등급내 인문/자연계열 비율

2 인문계열에게 수학 1등급은 바늘구멍! 
1등급 내 인문계열 학생은 자연계의 1/5 

수학 1등급 상위 4%내에 인문계열 학생들의 비중은 자연계열에 비해 1/5에 불과

했습니다. 자연계열 학생 5명이 1등급을 차지할 때 인문계열 학생은 1명이 겨우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학습 방식으로는 2등급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수학 1등급 보장을 위한 

남.다.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POINT

3 공통과목이 변별력에 핵심이다! 

전체 문항 중 74%에 해당하는 수I, 수II 공통과목을 기준으로 응시생의 선택과목 

점수가 조정됩니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공통과목에서 변별력 높은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수I, 수II 고난도 문항 집중 트레이닝 및 신유형 대비가 시급합니다. 

공통과목
74%

선택과목
26%

POINT

완벽을 구현해내는 2022 수능 맞춤 정규 커리큘럼

철저하게 준비된 3단계 과정과 함께

매주 주간과제 제공으로 촘촘하게 관리합니다.

미적분, 기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량이 적은 과목으로

인문계열 진학 예정자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수I&수II 집중 커리 확률과 통계 특강

딥마인드 수학I  → 수학II / 확통

: 수I, 수II 심화개념 완벽 정립 및 문제풀이 진행

핀포인트 수학I + 수학II + 확통

:  취약 테마 정리, 고퀄리티 자체 제작 문항으로 

심화 문제풀이 및 신유형 집중 연습

+  엑셀러레이터, 브릿지, 리바이벌과 같은 

시대인재 고난도 N제 컨텐츠도 제공됩니다.

정승준모의고사

: 최고의 모의고사로 꼽히는 1등급 굳히기 컨텐츠

+  파이널 시즌에는 숏컷, 서바이벌과 같은 

시대인재 고퀄리티 컨텐츠도 제공됩니다.

수평선 

: 출제 가능성 높은 기출문항 선별 수업

인문계열
수험생

자연계열
고인물

N수생

상위권
자연계열

Season I

Season Ⅱ

Season Ⅲ

확통 특강 7회
딥마인드 + 수평선

매 수업마다 수학I+수학II로 구성된

인파이터 모의고사 실시
해설 강의 제공 및 오답 노트 관리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 및 개념을 빈틈없이 정리하여

안정적인 만점 완성 훈련

학생 개개인의 누적 성적+ 빅데이터 기반으로 

상담 및 맞춤 학습 전략 제시

인파이터 모의고사 오답문항 개별 분석 및

시험 전체 평가 코멘트 시험 당일 제공

정시파이터

특별 관리 수업

1일 1시험

맞춤상담

오답관리

행동교정

약점체크

안정적인 1등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실전개념을

마스터하는 데에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은

확통 10시간, 기하 30시간, 미적분 60시간 정도

수학 선택과목 공부량 

확통 기하 미적분1
3

6

정시파이터 시즌별 수업 문항 구성

모의고사 + 해제 + 개별 면담 3단계 꽉 찬 수업 구성

75분

인파이터 모의고사

(수I + 수II)

35분

인파이터 모의 해제

*개별 시험지 오답문항 

분석 및 코멘트 제공

80분

주간학습지(W) 주요문항 해제 

및  개별면담(+재시험)

Season I
~ 3월 모의고사 전

Season Ⅱ
~ 6월 평가원 전

Season Ⅲ

비킬러 60% +

준킬러 30% +

킬러 10%

비킬러 50% +

준킬러 35% +

킬러 15%

비킬러 30% +

준킬러 50% +

킬러 20%

비킬러, 준킬러 문항 중점으로

주요 유형 정리 및 실력 체화 목표 

적절한 준킬러 및 킬러 문항 배분으로

문제풀이 처리 능력 업그레이드 목표  

준킬러 및 킬러 문항 집중 대비로

실전력 완성 및 최종 점검 

행동교정 예시

부담없는 학습량!

안정적 만점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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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전체 평가 코멘트 시험 당일 제공

정시파이터

특별 관리 수업

1일 1시험

맞춤상담

오답관리

행동교정

약점체크

안정적인 1등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실전개념을

마스터하는 데에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은

확통 10시간, 기하 30시간, 미적분 60시간 정도

수학 선택과목 공부량 

확통 기하 미적분1
3

6

정시파이터 시즌별 수업 문항 구성

모의고사 + 해제 + 개별 면담 3단계 꽉 찬 수업 구성

75분

인파이터 모의고사

(수I + 수II)

35분

인파이터 모의 해제

*개별 시험지 오답문항 

분석 및 코멘트 제공

80분

주간학습지(W) 주요문항 해제 

및  개별면담(+재시험)

Season I
~ 3월 모의고사 전

Season Ⅱ
~ 6월 평가원 전

Season Ⅲ

비킬러 60% +

준킬러 30% +

킬러 10%

비킬러 50% +

준킬러 35% +

킬러 15%

비킬러 30% +

준킬러 50% +

킬러 20%

비킬러, 준킬러 문항 중점으로

주요 유형 정리 및 실력 체화 목표 

적절한 준킬러 및 킬러 문항 배분으로

문제풀이 처리 능력 업그레이드 목표  

준킬러 및 킬러 문항 집중 대비로

실전력 완성 및 최종 점검 

행동교정 예시

부담없는 학습량!

안정적 만점완성!



정승준 수학은
시작부터 다르다.
2022 새로운 변화를 
극복하는 힘,

정승준선생님

-서울대학교 졸

-시대인재 대표강사

- 수I, 수II, 확통 전문가

출강학원

대치 시대인재, 새움

목동 시대인재, 사과나무

중계학림

성북학림

한계,
그 이상을
끌어 올리는 
남다른 시스템을
경험하라!
남들과 똑같이 공부해선 2022 수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승준 선생님의 혹독한 1등급 사수 프로젝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승준수학연구소 010.5612.2944

* 중계학림 (정시파이터)는 일요일 1시 30분에 스트리밍 강의로 진행

* 목동시대인재 (정시파이터)는 금요일 6시 30분에 스트리밍 강의로 진행

*토요일 오전 수업 제외 모든 반에서 수학I+수학II 수업이 진행됩니다. 

개별면담, 진학상담, 강좌상담 및 문의 통화 가능시간

매일 PM.3:00 ~ PM.10:00 이외의 시간에는 문자 남겨주시면 회신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9:00 –

12:30

대치 
시대인재
(확통정규)

대치새움

1:30 – 

5:00

대치 
시대인재

대치 
시대인재
(최상위)

6:30 – 

10:00

목동 
시대인재

성북학림 중계학림
대치

시대인재
정시파이터

대치새움
(최상위)

목동 
사과나무

성북학림
정시파이터

정규

시간표

확통 특강

시간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30 –

5:00

목동
사과나무

중계학림 성북학림 대치새움

대치시대인재 02-552-2373

대치새움학원 02-558-1060

중계학림 02-933-4747

성북학림 02-929-6833

목동사과나무 02-6258-4040

목동시대인재 02-2643-1237

정승준 수학연구소는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수I, 수II, 확통 컨텐츠 제작에 집중해왔습니다. 

2022 문·이과 통합 수학으로

늘어난 경쟁자를 이겨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  

정승준 수학의 철저한 학습 컨텐츠와

스파르타식 관리 시스템으로

1등급을 함께 이끌어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