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메가스터디학원 팀플전문관만의

특별한 강의가 찾아왔다!!!

3기 특강 안내
수강기간

5월 10일(월) ~ 6월 12일(토)

접수시작

5월 5일(수) 12시30분~

★ 3기 특강 전체 시간표 ★

★ 강좌별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별 강좌를 확인해주세요~!

수업시간

교재

수강료

수강대상

강남메가 학생 모두(상위권~하위권까지 모두 이해 할 수 있는 강의)

강좌목표

EBS 수능특강 문학 작품의 효율적 정리

수업특징
▶ 수능특강 교재에 작품 및 문제 개념 해설을 손글씨로 써서 수업 시간마다 제공
이 특강을 마치면 수능특강 해설서 한 권을 가지게 되어 수능 때까지 반복하여 복습 가능
▶ 수능특강 전체를 장르별로 재정리한 해설 프린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번 특강을 수강하면 수능 특강 해설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고전시가 1~12강, 현대시 1~12강, 고전산문 1~12강 ...
▶ 낯선 지문 독해 방법 및 연계 기출 지문 풀이

※5/30(일) 수업은 13시~16시 진행

국어 한상연 선생님

수업시간

교재

수강대상

강남 메가스터디학원 팀플전문관 학생 누구나

강좌목표

수능국어 1등급

수강료

수업특징
▶ 우티 특강은 정답에 끼워 맞추는 해설강의 NO
▶ 우티 특강은 같이 분석하고 같이 생각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골라 낼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는 강의
▶ 우티 특강은 수능 출제 원리를 깨닫게 만드는 강의

★ 우승제 선생님 특강신청시 시간 확인하여 신청
주중반 : 매주 수요일 19시 ~22시 / 주말반 : 매주 토요일 13시~16시

타임투킬 – 1723(1)
타임투킬 – 1723(2)
타임투킬 – 1723(3)
타임투킬 – 1723(4)

국어 우승제 선생님

WEEKLY 욱며들다
CHAPTERⅠ. WELCOME TO THE JUNGLE
수업시간

교재

수강대상

3등급 이상

강좌목표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수강료

수업특징

비기출 독해 3점 유형; 7문항(21점) 2SET
TIME CONSTRAINT; 20MIN
▶ 시간의 압박도 난이도 상승의 원인이다. ⇒ 혼자 시간 재며, 스스로에게 관대하지 말라.
▶ 영어시험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본다. ⇒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라.
▶ 혼자 보는 건 실전이 아니다. ⇒ 숨 막히는 현장감을 느껴라.

Welcome To the Jungle 1-2
Welcome To the Jungle 3-4
Welcome To the Jungle 5-6
Welcome To the Jungle 7

※5/31(월) 수업은 16시30분~18시 진행

영어 이장욱 선생님

6평 대비
One-Stop Solution
수업시간

수강대상

교재

수강료

◉ 6월 모평 시간 투자(주 3시간) 대비 효율성(등급)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학생
◉ 논술전형 대비 영어 최소 2등급이 필요한 학생 : 3시간 찐하게 공부하자!!
◉ 정규수업시 배운 내용이 이해는 되지만 적용이 잘 안되는 학생
◉ 감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을 버리고, 논리적 추론(logical thinking)을 통한

직관력(intuition)을 키우고자 하는 학생(4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는 최단 거리)

강좌목표

Simplifying Your Thought Process

수업특징
◉ 1. 기능어(동그라미) 2. 내용어(네모) 3. 화살표 방향성
===> simplified schema를 통해 복잡한 글도 빠르고 정확하게 의미 파악하기!
===> paraphasing의 기적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체화시키는 수업!
===> Believing is seeing! 배우고 암기한 핵심 내용 실전 적용 연습.
Your success is the result of your dedication and determination
to succeed, not a fluke. (,not이 보이시나요? 그럼 fluke의 뜻을 유추해 보시죠^^)
◉ 빈칸 추론관련 논리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문제 적용 집중 연습
◉ 영어 구문 분석 능력 키우기
◉ 글의 순서 / 문장 삽입 지속 연습
◉ 주중 개별 check를 통해서 취약부분 보강 / 단어 check
※ (EBS 지문 분석 노트(개별 email 발송) + 핵심 변형 문항 제공)

영어 박국일 선생님

Project PtA for
수학Ⅰ / 수학Ⅱ
수업시간

수강대상

교재

수강료

기초 개념은 있으나 문제로의 적용이 어려운 학생
근거 없는 논리의 전개와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은 학생

강좌목표

개념 이해와 문제풀이의 일체화

수업특징
▶ 정의를

통한 조건 분석법

▶ 조건

분석을 통한 발상법

▶ EBS

10 개년 우수문항을 통해 문제 해결 연습

▶ 난이도

변화 요소에 대한 이해

다항함수의 적분법
6월 모의평가 기출문항 분석 및 해법 정리
6월 모의평가 대비 실전 모의고사 1st
6월 모의평가 대비 실전 모의고사 2nd

수학 나경민 선생님

수학Ⅰ / 수학Ⅱ

6월 모평 대비 실전모의고사
수업시간

수강대상

교재

수강료

수1+수2 전범위 22문항에 대한 실전연습이 필요한 학생
선택과목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 대한 실전 대응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
주요 기출문항에 대한 분석

강좌목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 실전모의고사 연습

수업특징
▶ 실전

모의고사 풀이(1주)

▶ 주요

기출문항에 대한 분석 (1주)

▶ 실전모의고사

풀이(2주)

실전모의고사+주요주제분석(1)
주요 기출문항 분석
실전모의고사+주요주제분석(2)
실전모의고사+주요주제분석(3)

수학 김정오 선생님

Project PtA for
미적분
수업시간

수강대상

교재

수강료

기초 개념은 있으나 문제로의 적용이 어려운 학생
근거 없는 논리의 전개와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은 학생

강좌목표

개념 이해와 문제풀이의 일체화

수업특징
▶ 정의를

통한 조건 분석법

▶ 조건

분석을 통한 발상법

▶ EBS

10 개년 우수문항을 통해 문제 해결 연습

▶ 난이도

변화 요소에 대한 이해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의 이해 및 적용,

함수의 특성을 이용한 정적분법
6월 모의평가 기출문항 분석 및 해법 정리
6월 모의평가 대비 실전 모의고사 1st
6월 모의평가 대비 실전 모의고사 2nd

수학 나경민 선생님

수능 수학의 시작
수업시간

수강대상

교재

수강료

▶ 평가원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해 보고 싶은 너
▶ 시험에서 실수를 반복하고 시간이 부족한 너

강좌목표

평가원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실전에 적용한다.

수업특징
▶ 2003년~2020년까지의 평가원 기출문제 분석하기
▶ 평가원 기출 분석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모의고사 진행
▶ 완벽한 복습을 위한 모든 시험지의 손해설지를 제공

평가원 필수기출 정리와 실전모의고사(1)
평가원 필수기출 정리와 실전모의고사(2)
평가원 필수기출 정리와 실전모의고사(3)
평가원 필수기출 정리와 실전모의고사(4)

수학 김영현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