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정승준 주간꿀템

수업관련안내문
01 회차별 강의 일정 cf. 진도는 수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날짜 진도 상세 내용

07.15.(수) ~ 08.05.(수) 기말고사 휴강 <3주> 휴강 기간의 특강은 하단 참조

08.06.(목) ~ 08.12.(수) [Final] 서바이벌 모의고사 #01 + 숏컷 + 정승준모의고사 서바이벌 모의고사 

+ 정승준 모의고사

압도적 퀄리티와 강한 학습효과를 

체감하여 최고의 모의고사로 

꼽히며, 모든 출제경향을 대비하여 

가장 안정적으로 1등급 및 만점을 

완성하는 시스템

파이널 시즌에 모의고사만으로 

성적향상이 어려우므로 숏컷과 

주간꿀템을 통해 EBS, 평가원 

반영한 파이널 강의 진행

08.13.(목) ~ 08.19.(수) [Final] 서바이벌 모의고사 #02 + 숏컷

08.20.(목) ~ 08.26.(수) [Final] 서바이벌 모의고사 #03 + 숏컷

08.27.(목) ~ 09.02.(수) [Final] 서바이벌 모의고사 #04 + 숏컷

09.03.(목) ~ 09.09.(수) [Final] 서바이벌 모의고사 #05 + 숏컷 + 정승준모의고사

09.10.(목) ~ 09.16.(수) [Final] 서바이벌 모의고사 #06 + 숏컷

⋮ ⋮

02 특강 일정 

<정시 파이터 특강> 

   ▶ 수능완성 주요문항 및 6평 관련 논점 총정리

회차 날짜 및 시간 학원

3회

07.18.(토) PM 7:00 – 10:00

07.25.(토) PM 7:00 – 10:00

08.01.(토) PM 7:00 – 10:00

대치 시대인재

강의  정시에 올인한 정시파이터 현역, N수생들을 위한 특강

지치기 쉬운 내신 휴강기에도 텐션업하여 정승준수학연구소가 

선별한 수능완성 주요문항 및 6평관련 논점 총정리를 통해 

집중 트레이닝하도록 합니다.

교재  자체프린트

- EBS 수능완성 우수문항

- 6평 주요논점 유사문항

<약점체크 무료특강> ▶ 8월 17일(월) 개강

시간 학원

매주 월요일 PM 6:30 - 10:00 대치 시대인재

강의  안정적 1등급을 만들기 위한 무료특강 

1. 문제 풀이 속도 향상 및 안정적 1등급을 만들기에 특화된 

스피드업 모의고사 실시 (2, 3점 + 비킬러 4점 총 26문항)

2. 테마 총정리 

  -EBS 연계 가능 문항 및 수능 출제 가능 테마

  -1등급을 위한 약점 테마 

3. 숏컷 및 주간꿀템 등 정규반 과제 중요 문항 정리

4. 개인별 약점공략 클리닉 제공

                    *서바이벌 단과 정규 수강생을 위한 무료 수업 

 <확통 내신 완성특강>  ▶ 통계

회차 날짜 및 시간 학원

3회

  07.14.(화) PM 6:30 – 10:00

  07.16.(목) PM 6:30 – 10:00

  07.19.(일) PM 2:00 – 5:30

대치 시대인재

3회
  07.15.(수) PM 6:30 – 10:00
  07.19.(일) AM 9:00 – 12:30 

  07.22.(수) PM 6:30 – 10:00

성북 학림

강의  

확통 내신 완성을 하는 데에 꼭 필요한 필수 개념 및 기출 

분석 수업 <통계>

교재  자체제작 교재

- 확통 개념 필기 제공

- EBS 확통 전문항 변형문항 제공 

  (학교 내신 대비 유효한 핵심 자료)

- 강남권 확통 주요 기출 문제 정리

- 교육청 및 평가원 확통 기출 문제 선별

TEST  매주 실전 TEST 실시하여, 약점을 보완하고 객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