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반� � 확통내신<

날짜 진도 상세� 내용

05.06.(수) ~ 05.10.(일) 확통 내신 완성 #2 강의   확통 내신 완성을 하는 데에 꼭 필요한 

필수 개념 및 기출 분석 수업

- 최상위반: 확통 내신 100점 목표

- 일등급반: 확통 내신 1등급 목표

05.13.(수) ~ 05.17.(일) 확통 내신 완성 #3

05.20.(수) ~ 05.24.(일) 확통 내신 완성 #4

05.27.(수) ~ 06.14.(일) 중간고사 휴강 <3주>
학사 일정에 따라 휴강 기간 및 핀포인트 개강 

날짜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06.17.(수) ~ 06.21.(일) [시즌3] 핀포인트 테마문풀 #1 강의   수능 출제 빈도가 높은 유형, 수학 나형 

수험생의 취약 테마 정리. ‘고퀄리티 자체제작’ 

문항과 신유형 킬러문항 집중 연습

변별력 문제(20, 21, 29, 30번)의 주제별 훈련과 

고난도 문제풀이 실전 학습이 가능한 강좌

[수학 I] 2주 → [수학 II] 2주 → [확통] 1주 진행

06.24.(수) ~ 06.28.(일) [시즌3] 핀포인트 테마문풀 #2

07.01.(수) ~ 07.05.(일) [시즌3] 핀포인트 테마문풀 #3

07.08.(수) ~ 07.12.(일) [시즌3] 핀포인트 테마문풀 #4

07.15.(수) ~ 07.19.(일) [시즌3] 핀포인트 테마문풀 #5

07.22.(수) ~ 08.07.(금) 기말고사 휴강 <2주> 휴강 기간의 특강은 추후 공지

08.08.(토) ~ 08.14.(금) [Final] 서바이벌 모의고사 #1 강의   서바이벌 모의고사 + 정승준 모의고사

압도적 퀄리티와 강한 학습효과를 체감하여 최고의 

모의고사로 꼽히며, 모든 출제경향을 대비하여 가장 

안정적으로 1등급 및 만점을 완성하는 시스템

※ 주의 ※
Final 시즌 동일회차는 [토→일→수→목→금]

08.15.(토) ~ 08.21.(금) [Final] 서바이벌 모의고사 #2

08.22.(토) ~ 08.28.(금) [Final] 서바이벌 모의고사 #3

08.29.(토) ~ 09.04.(금) [Final] 서바이벌 모의고사 #4

      ⋮             ⋮

>특강� -� 정시특강� ALL� IN<

회차 날짜� 및� 시간 학원

4회
05.02.(토), 09.(토), 16(토), 23(토)

7:00 – 10:00
대치 시대인재

강의   정시에 올인한 정시파이터 현역, N수생들을 위한 전과목 메인테마 총정리 특강

정승준수학연구소가 선별한 학습 컨텐츠를 통해 수I, 수II, 확통의 개념정리, EBS 우수문항 및 최다빈출테마, 

준킬러, 신유형 문항을 집중 트레이닝합니다.

교재   자체제작 교재       

        - 수I + 수II + 확통 개념 필기 제공

        - 연구소 자체 제작문항 

        - 수평선 (교육청 및 평가원 기출 선별) 문항

        - EBS 수능특강 우수문항

        - 주간꿀템 시즌1 우수문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