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3] 7월 국수영  썸머스쿨 시간표
 

[수학] 류동원 304A1[7] [수학] 바른찬 301BD1[7] [국어] 박석준 (A)103F1[7]

[수능수학 원점수 Nice하게 세자리 받자!] [바른 강의 & 알찬 결과의 연속] [전교 300등도 연세대학교 입학하는 올바른 국어 공부법]

대치동 어둠의 Skill "Topic Best 10“
★회차별 모두 다른 Topic★

<수1,2,미적분>  *오전,오후반 분리수강 가능*

미적분
<개념+문제풀이+ 준킬러 및 킬러>

"중위권반" <천기누설 [독서/문학]>
 6월 평가원 기준으로 핵심 이론 정리 및 문제풀이

+ 퀄 모의고사 실전훈련  H.Ver (8월~)
● 7/18 ~ 8/15 (5회) ● 7/19 ~ 8/11 (8회)

★월★   09:00-12:30  (3.5T) ★화,목★  09:00-12:30 (7T)

[수학] 권동우 307AE1[7] [수학] 바른찬 301F1[7]
[개념 그 이상!빠르고 간결하게! 문제 해결력의 완성!] [바른 강의 & 알찬 결과의 연속]

Actual Fight Target  =  92점 + a
수1,수2 정리 및 필수유형 TEST + 미적 최빈출 TOP6

+ 퀄 모의고사 H Ver (8월~)

  테마별 접근과 해석 수학1,수학2
+ QUEL 모의고사 H.Ver (8월~)

● 7/18 ~ 8/15 (9회) ● 7/16 ~ 8/13 (5회)

★월,금★ 09:00-12:30 (7T) ★토★  09:00-12:30 (3.5T)

[수학] 류동원 304A2[7] [수학] 바른찬 301BD2[7] [영어] 장원 201C2[7] [국어] 박석준 103F2[7]
[수능수학 원점수 Nice하게 세자리 받자!] [바른 강의 & 알찬 결과의 연속]  ["효율이 뭔지 보여준다" ] [전교 300등도 연세대학교 입학하는 올바른 국어 공부법 ]

대치동 어둠의 Skill "Topic Best 10“
★회차별 모두 다른 Topic★

<수1,2,미적분>  *오전,오후반 분리수강 가능*

확률과통계
<개념+문제풀이+ 준킬러 및 킬러>

● 7/18 ~ 8/15 (5회) ● 7/19 ~ 8/11 (8회)

★월★   13:30-17:00  (3.5T) ★화,목★  13:30-17:00 (7T)

[국어] 류현준 (A)104A2[7] [수학]  권동우 307AC2[7] [영어] 위대영 (A)202F2[7]
[ 매난국준 ] [개념 그 이상!빠르고 간결하게! 문제 해결력의 완성!] [[9평대비] 100초 풀이법]

Actual Fight - 수1,수2,확통 Target  =  1등급 + a
+ 퀄 모의고사 H Ver (8월~)

● 7/18 ~ 8/15 (9회)

★월,수★  13:30-17:00 (7T)

[수학]  권동우 307AC2[7] [국어] 박담 100F2[7]
[개념 그 이상!빠르고 간결하게! 문제 해결력의 완성!] [“(꿀잼 보장) 재미있게 싹 다 알려준다!!”]

Actual Fight - 수1,수2,확통 Target  =  1등급 + a
+ 퀄 모의고사 H Ver (8월~)

● 7/18 ~ 8/15 (9회)

★월,수★  13:30-17:00 (7T)

[국어] 류현준 104A3[7] [영어] 김지영 200B3[7] [영어] 장원 201C3[7] [수학] 김태민 303F3[7]
[ 매난국준 ]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어는 V합시다!]  [ "어려운 영어를 쉽게"] ["기본으로 푼다!"]

 [고3 대상 - 2023학년도 수능대비]
수1,2 Go & Run <개념+문제풀이>

● 7/16 ~ 8/13 (5회)
★토★ 18:30-22:00 (3.5T)

[수학] 김도형 305A3[7] [수학] 홍태호 302B3[7] [수학] 권동우 307C3[7] [국어] 박담 100F3[7]
[ 꾸준함이 위대함을 만든다 ] [수학의 개념,사고,추론 능력을 지배하는 수학의 절대강자] [개념 그 이상!빠르고 간결하게! 문제 해결력의 완성!] [“(꿀잼 보장) 재미있게 싹 다 알려준다!!”]

ESPRESSO 모의고샷 <수1,수2,미적분>
약점체크 및 공략 [ 수학Ⅰ+ 수학Ⅱ]

 +Time Attack(실전모의고사)+ 퀄 모의고사 H Ver.(8월~)
Actual Fight Target = 1등급 + a

<수1 TEST 및 개념정리 + 수2 최빈출 TOP 유형>

● 7/18 ~ 8/15 (5회) ● 7/19 ~ 8/9 (4회) ● 7/20 ~ 8/10 (4회)

★월★ 18:30-22:00 (3.5T) ★화★ 18:30-22:00 (3.5T) ★수★ 18:30-22:00 (3.5T)

[수학] 류동원 304A3[7] [수학] 김도형 305B3[7] [국어] 심찬우 101C3[7] [국어] 박석준 103F3-1[7]

[수능수학 원점수 Nice하게 세자리 받자!] [ 꾸준함이 위대함을 만든다 ] [수능 국어의 본질적 접근] [논리적 깊이가 다른 올바른 기출 분석법]

NU(류)Clear :
Best모의고사 + 퀄 모의고사 H/S Ver

ESPRESSO 모의고샷 <수1,수2,확통>
 "상위권반" <천기누설 [독서/문학]>

 6월 평가원 기준으로 핵심 이론 정리 및 문제풀이
+ 퀄 모의고사 실전훈련  H.Ver (8월~)

● 7/18 ~ 8/15 (5회) ● 7/19 ~ 8/9 (4회)

★월★ 18:00-22:00 (4T)
*모의고사 수업으로 인하여 18:00~22:00진행*

★화★ 18:30-22:00 (3.5T)

[수학] 김태민 303C3[7] [영어] 위대영 202F2[7]
[기본으로 푼다] [[9평대비] 매3독 독해법 ]

수.포.자.들아 함께하자!
<수 1 개념+문제풀이>

● 7/20 ~ 8/10 (4회)

★수★  18:30-22:00 (3.5T)

[바른 강의 & 알찬 결과의 연속]

확률과통계
<개념+문제풀이+ 준킬러 및 킬러>

면학분위기로 소문난
바른공부 자습전용관

● 7/19 ~ 8/11 (8회)

썸머
특강

[SUMMER] 1등급
– 고전소설 끝장내기!

● 7/16 ~ 8/13 (5회)

★토★ 13:30-17:00 (3.5T)
수강료 5회 375,000원 | RT/QT 12:30~13:30,17:00~18:00

[수학] 권동우 307AE1[7]

[개념 그 이상!빠르고 간결하게! 문제 해결력의 완성!]

Actual Fight Target  =  92점 + a
수1,수2 정리 및 필수유형 TEST + 미적 최빈출 TOP6

+ 퀄 모의고사 H Ver (8월~)
● 7/18 ~ 8/15 (9회)

★월,금★ 09:00-12:30 (7T)
수강료 9회 675,000원 | RT/QT 08:00~09:00,12:30~13:30

면학분위기로 소문난
바른공부 자습전용관

<천기누설 [독서/문학]>
"6월 평가원 기준으로 핵심 이론 정리 및 문제풀이 "

면학분위기로 소문난
바른공부 자습전용관

면학분위기로 소문난
바른공부 자습전용관

약학
계열

썸머
기간

일

오
전

특
강

[수학] 바른찬 301BD1[7] 썸머
기간

월 화 수 목 금 토

● 7/16 ~ 8/13 (5회)

★토★ 09:00-12:30 (3.5T)

미적분
<개념+문제풀이+ 준킬러 및 킬러>

● 7/19 ~ 8/11 (8회)

[바른 강의 & 알찬 결과의 연속]

수강료 5회 375,000원 | RT/QT 08:00~09:00,12:30~13:30

면학분위기로 소문난
바른공부 자습전용관

면학분위기로 소문난
바른공부 자습전용관

수강료 5회 375,000원 | RT/QT 08:00~09:00,12:30~13:30 

썸머
기간

약학
계열

오
후

특
강

특
강

특
강

[수학] 바른찬 301BD2[7]

수강료 5회 375,000원 | RC/QC 12:30~13:30,17:00~18:00 

9평대비 100초 풀이법 : "상위권반 4개년 기출"

● 7/16 ~ 8/13 (5회)

★토★   13:30-17:00 (3.5T)

썸머
특강

수강료 8회 600,000원 | RT/QT 12:30~13:30,17:00~18:00 수강료 4회 300,000원 | RT/QT 08:00~09:00 , 12:30~13:30 수강료 8회 600,000원 | RT/QT 12:30~13:30,17:00~18:00 수강료 5회 375,000원 | RT/QT 12:30~13:30,17:00~18:00

면학분위기로 소문난
바른공부 자습전용관

● 7/16 ~ 8/13 (5회)

★화,목★  13:30-17:00 (7T) ★토★ 13:30-17:00 (3.5T)

특
강

베이스를 채울 마지막 기회
“주제, 제목 찾기"

● 7/20 ~ 8/10 (4회)

★수★ 13:30-17:00 (3.5T)

썸머
기간

[수학] 손우혁 300E3[7] 썸머
기간[상위권의 가장 확실한 선택] [상위권의 가장 확실한 선택]

저
녁

썸머
기간

썸머
기간

썸머
기간

썸머
기간

[수학] 손우혁 300D3[7]

매난국준 시즌 3 독서, 문학의 실전 적용
+ 9평대비 이감 모의고사

올라가는 평가원 난이도에 대비하기
V.빈칸

기출 어휘와 문장구조 마스터
왜곡된 해석 바로잡자 <빈칸, 문장삽입> 경영

계열

[수1,2,확통]
PSTP premium + 실전모의+퀄 모의고사 H Ver (8월~) 의학

계열

[수1,2,미적]
PSTP premium + 실전모의+퀄 모의고사 H Ver (8월~)

공학
인문
사회
과학
계열

● 7/18 ~ 8/15 (5회) ● 7/19 ~ 8/9 (4회) ● 7/20 ~ 8/10 (4회)

수강료 5회 375,000원 | RT/QT  17:30~18:30, 22:00~23:00 수강료 4회 300,000원 | RT/QT  17:30~18:30, 22:00~23:00

● 7/21 ~ 8/11 (4회) ● 7/15 ~ 8/12 (5회)
★월★   18:30-22:00 (3.5T) ★화★  18:30-22:00 (3.5T) ★수★ 18:20-21:50 (3.5T) ★목★ 18:30-22:00 (3.5T) ★금★ 18:30-22:00 (3.5T)

수강료 5회 375,000원 | RT/QT 17:30~18:30,22:00~23:00 수강료 4회 300,000원 |  RT/QT 17:30~18:30, 22:00~23:00 수강료 4회 300,000원 | RT/QT 17:30~18:30 , 22:00~23:00 수강료 4회 300,000원 | RT/QT  17:30~18:30, 22:00~23:00 수강료 5회 375,000원 | RT/QT  17:30~18:30, 22:00~23:00

EBS 수완 운문문학 + 이감(언어와 매체) 220제

수강료 5회 375,000원 | RT/QT  17:30~18:30,22:00~23:00

썸머
기간

썸머
기간

썸머
기간

썸머
기간

[국어] 유민 105D3[7] 썸머
기간

[수학] 바른찬 301E3[7] 썸머
기간[안 되면 되게 하라!] [바른 강의 & 알찬 결과의 약속]

공학
계열

약학
계열

약학
계열

수능 평가원 시뮬레이션
+ 9평대비 이감모의고사,간쓸개 <과제>

상경
계열

  테마별 접근과 해석 수학1,수학2
+ QUEL 모의고사 H.Ver (8월~)

수강료 4회 300,000원 |RT/QT 17:30~18:30, 22:00~23:00 수강료 5회 375,000원 | RT/QT 17:30~18:30,22:00~23:00

● 7/21 ~ 8/11 (4회) ● 7/22 ~ 8/12 (4회) ● 7/16 ~ 8/13 (5회)

★목★  18:30-22:00 (3.5T) ★금★ 18:30-22:00 (3.5T) ★토★ 18:30-22:00 (3.5T)

[국어] 유민 105E3[7]
썸머
기간[수학의 개념,사고,추론 능력을 지배하는 수학의 절대강자] [안 되면 되게 하라!]

수강료 4회 300,000원 | RT/QT  17:30~18:30, 22:00~23:00

● 7/16 ~ 8/13 (5회)

★목★ 18:30-22:00 (3.5T) ★금★ 18:30-22:00 (3.5T) ★토★ 18:20-21:50 (3.5T)

의학
계열

인문
사회
과학
계열

썸머
기간

[수학] 홍태호 302D3-1[7]
썸머
기간

정규

[독서/문학] “수능 국어의 본질적 접근"
경제 제제 /고난도 추록 100제 (독서/문학)

  ● 7/20~8/10 (4회)

★수★  18:30-22:00

수강료 4회 300,000원 | RT/QT  17:30~18:30, 22:00~23:00

상경
계열

약점체크 및 공략 [ 수학Ⅰ+ 수학Ⅱ]
 +Time Attack(실전모의고사)+ 퀄 모의고사 H Ver.(8월~)

초단기 문학 개념어 특강
*희망자에 한해 독서 기본완성 인강 제공*

썸머
기간

썸머
기간

* QC/RC는 수업 전 후 테스트 및 질문수업을 의미하며, 선생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강좌 및 시간표는 학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학원등록번호(러셀센텀학원) : 제3271호 교습과정 : 보습, 진학상담 · 지도, 제3272호 교습과정 : 독서실  ㅣ  문의전화: 051-715-2010 

특
강

[영어] 정재영 204E3[7]

면학분위기로 소문난
바른공부 자습전용관

 [ “고등부 영어의 새로운 청사진 Blue Print English”]

수능을 위한 핵심 구문독해 4주 집중 특강

● 7/22 ~ 8/12 (4회)
★금★ 18:30-22:00 (3.5T)

수강료 4회 300,000원 | RT/QT 17:30~18:30 , 22:00~23:00

면학분위기로 소문난
바른공부 자습전용관

수강료 4회 300,000원 | RT/QT - 17:30~18:30,22:00~23:00 수강료 5회 375,000원 | RT/QT 08:00~09:00,12:30~13:30 

● 7/21 ~ 8/11 (4회) ● 7/22 ~ 8/12 (4회)

● 7/16 ~ 8/13 (5회)

★금★ 18:30-22:00 (3.5T) ★토★   18:30-22:00 (3.5T)

수강료 5회 375,000원 | RT/QT - 17:30~18:30,22:00~23:00
면학분위기로 소문난
바른공부 자습전용관

썸머
기간

● 7/15 ~ 8/12 (5회)

면학분위기로 소문난
바른공부 자습전용관

면학분위기로 소문난
바른공부 자습전용관

수강료 5회 375,000원 | RC/QC 17:30~18:30,22:00~23:00 

[국어] 박담 100E3[7] 썸머
기간[“(꿀잼 보장)재미있게 싹 다 알려준다!!”]

 9평대비 이감모의고사 매3독 독해법  : "중위권반 4개년 기출"

특
강

수강료 4회 300,000원 | RT/QT 17:30~18:30,22:00~23:00

면학분위기로 소문난
바른공부 자습전용관

★화,목★  09:00-12:30 (7T)

면학분위기로 소문난
바른공부 자습전용관

면학분위기로 소문난
바른공부 자습전용관

특
강

면학분위기로 소문난
바른공부 자습전용관

수강료 8회 600,000원 | RT/QT 08:00~09:00,12:30~13:30 수강료 8회 600,000원 | RT/QT 08:00~09:00,12:30~13:30

썸머
기간

약학
계열

수강료 9회 675,000원 | RT/QT 08:00~09:00,12:30~13:30
면학분위기로 소문난
바른공부 자습전용관

수강료 4회 300,000원 | RT/QT 17:30~18:30, 22:00~23:00

★월★   13:30-17:00 (3.5T)

상경
계열

특
강

약학
계열

수강료 5회 375,000원 | RT/QT 08:00~09:00, 12:30~13:30

특
강

약학
계열

수강료 5회 375,000원 | RT/QT 08:00~09:00, 12:30~13:30

썸머
기간

수강료 5회 375,000원 | RT/QT 17:30~18:30,22:00~23:00

수강료 5회 375,000원 | RT/QT 17:00~18:00, 22:00~23:00 수강료 4회 300,000원 | RT/QT  17:30~18:30, 22:00~23:00

수강료 4회 300,000원 |  RT/QT 17:30~18:30,22:00~23:00

썸머
기간

상경
계열

수강료 9회 675,000원 |  RT/QT 12:30~13:30, 17:00~18:00 

면학분위기로 소문난
바른공부 자습전용관

썸머
기간

수강료 9회 675,000원 |  RT/QT 12:30~13:30, 17:00~18:00 

매난국준 시즌 3 독서, 문학의 실전 적용
+ 9평대비 이감 모의고사

● 7/18 ~ 8/15 (5회)

1)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논술 제 2외국어

출결카드체크시스템

휴대폰제출보관함

담임선생님플래너검사

담임선생님일일수학 30제검사

러셀센텀 1:1 질의응답

경영계열
현재 수학 1~2등급으로서

문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상경계열

현재 수학 2~4등급으로서

문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인문사회계열

현재 수학 4~6등급으로서

문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의학계열

현재 수학 1~2등급으로서

이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약학계열

현재 수학 2~4등급으로서

이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공학계열

현재 수학 4~6등급으로서

이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평일 저녁수업 과 주말 대부분의 수업은 썸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