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정○○

입소일 : 21년 1월 20일

목표대학 : 약대 -> (6평 후) 의대

국[언매]

수[미적]

영

탐[생명I]

탐[지구I]

21학년도 수능

3

4

1

5

2

3월 서울청

3

4

1

4

2

3월 대성

3

4

2

4

3

4월 경기청

2

3

2

3

2

4월 대성

2

3

1

3

2

5월 대성

3

2

1

3

2

6월 평가원

3

2

2

3

1

7월 인천청

2

2

1

2

1

7월 대성

2

2

2

2

1

8월 대성

2

1

1

2

1

9월 평가원

1

1

2

2

1

10월 서울청

1

1

1

2

1

한

백분위

기타

225.5

지방 약대라도 진학하고 싶은 생각에 재수 시작

국어/수학 개념 완강+질의응답+학과상담으로
성적이 향상되는 부분

266.5

국어/영어 실수로 멘탈 상담/1~5월 학습량 복습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기간으로 상담
약대 보다 의대로 목표 설정 조언
더 높은 곳을 향해 자신감 있게 학습 하도록 상담

286.5

국어/수학 집중에 영어 소홀/일정 시간 영어 학습
수능에는 전 과목 1등급 맞을 수 있도록 상담/응원

10월 대성

*2021년 11월 03일 기준 현재 에듀셀파 독학기숙학원에서 재원중인 학생입니다
*개인정보는 삭제 후 게시되었습니다.

커리큘럼
강좌

국
어

강

강민철의 기출분석[독서]

50강

1~3월/작년 수능에서 독서 2지문 시간부족

강민철의 기출분석[문학]

50강

1~3월/고전시가/선지판단

강민철의 기출분석[화작]

15강

X

강민철의 기출분석[언매]

50강

1~3월/문법개념

새로운 기출분석[독서]

27강

3~5월/글의 흐름과 구조 파악

새로운 기출분석[문학]

40강

3~5월/빈출 문학 개념어

문제풀이 이상향[독서]

이감 30강

7~8월

민
철

진도 체크 및 학생 성취도

문제풀이 이상향[문학]
문제풀이 이상향[화작]
문제풀이 이상향[언매]
파이널 우리들의 기출분석
수능특강

이감 30강
상상 40강
이감 5강
상상 5강
이감 7강
상상 10강
15강

7~8월

선생님 평가
독서 내용 파악 힘들어 함.
유형별 문항 접근으로 문제풀이 시간단축
문학 기본개념 이해가 부족하여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림/특히 운문

문법 이론 학습이 부족함. 내용파악 하면서
기출문제 먼저 푸는 것을 권함
시간은 어느정도 잡았음. 그러나 독서지문
내용 이해와 추론적사고 문제 유형 학습 필요
ebs연계학습, 기출 내용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음. 유형에 대한 이해도 높일 것 주문
다양한 소제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음
문제를 보는 눈도 점점 좋아짐
ebs&기출 연계, 문학 푸는 속도와
작품 이해력 좋아지고 있음

X
8월/난이도 있는 문제들
10월/지문의 맥락 파악
5월

문법 이론 반복 학습중, 기출은 이제 틀리지 않음
매체 푸는 시간이 빨라짐. 12분 안에 잘 풀고 있음

가끔 독서에서 1문제 틀리고 있음
수능에서 1등급 문제 없음
차분하게 연계학습 잘 마무리 함
문학은 반복적으로 학습하기를 권함

수능완성

8월

작품연계/작가연계

수
학

현

시발점[수I]

49강

1~2월/theme14~18

삼각함수 도형 파트 취약

시발점[수II]

64강

1~2월/theme9~12

미분의 활용(절대값이 있을때 미분 가능성)취약

시발점[미적]

67강

2~3월/미적(하)

뉴런[수I]

28강

2~3월/theme7,12,13

지수,로그함수의 관계(대칭성+평행이동)취약

뉴런[수II]

35강

3월/theme14,17~19

주기함수의 정적분 활용 부분이 부족함

뉴런[미적]

40강

3~4월 완강/chapter4~5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기 취약함

수분감[수I]

25강

4~5월 독학 및 인강

수열(점화식) 부분 보충 필요

수분감[수II]

28강

4~5월 독학 및 인강

수분감[미적]

35강

4~5월 독학 및 인강

수열의 극한 도형부분 풀이 시간 단축 필요

드릴[수I]

8강

7월/삼각함수

{an}의 함수적 해석을 연습하기

드릴[수II]

10강

7월/삼각함수

드릴[미적]

15강

7~8월/적분

킬링캠프 시즌 1

24강

8월

킬링캠프 시즌 2

24강

9월

우
진

수능특강

4~5월

수능완성

7~8월

적분의 활용 부분 취약
(부분적분법 이용과 합성함수의 결함)

미분 가능성과 3차 4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
응용 부분 심화 학습 필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절대값과
미분가능성 개념 심화학습을 하자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심화 개념 정리
계산 실수와 시험 시간 최적화 연습
문제풀이 속도를 높이기, 취약 부분 심화 학습
문제 독해 정확히 하기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은 전 단원 공부 후
정리하는 개념으로 단시간에 풀어 보기
준킬러 문제 회독하기
유형편 풀기 후 모의고사 편을 집중(시간)

영
어

일리

23강

X

공감 어법

20강

X

신텍스

31강

1~2월/어려움 없었음

알고리즘

27강

4~5월

리드엔로직[빈칸완성]

25강

7~8월

리드엔로직[순서삽입]

17강

7~8월

이
명
학
수능특강
수능완성

기본 구문 숙지가 point
직독직해 가능 수준까지
난이도 있는 구문 완성 공부/수능 기출 지문
논리독해의 두 축인
paraphrasing과 semi-meaning 원리를
깨닫고 풀기, 문풀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단계까지 연습 필요

주제 및 소재 파악이 point[무엇에 관한 글인가?(소재)] [글을 쓴 목적 파악(주제)]
ebs는 간접연계 무관하게 좋은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철저한 공부 必

모의고사 아카이브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10~11월
가능하면 ebs홈피 기출문제 category 이용/평가원
기출 5년 중심으로 주기적 interval 반복 학습

All about
비유전
All about
유전

20강

1~2월/뉴런과 신경계,호르몬과 항상성

13강

3~4월/세포분열, 돌연변이

항상성 삼투압 조절 그래프 해석 복습 필요
방어작용(면역)-인공면역+혈액의 응집 설명

DNA추론(감수분열)/확률계산(단일+다인자)
질의응답 및 복습
흥분의 전도와 막전위/근수축 운동 계산

Yoon`s Innovations

12강

5월

설명 및 복습 필요
6평 전까지 가계도,돌연변이 제외 완벽 공부

Infinite Evolution
비유전
Infinite Evolution
유전
Ultimate Technique Life

생
명

윤

ScienceⅠ BOOK 1

도

Ultimate Technique Life

영

ScienceⅠ BOOK 2
Ultimate Technique Life
ScienceⅠ BOOK 3
Ultimate Technique Life
ScienceⅠ BOOK 4
The Great Final
Life ScienceⅠ PART 1
The Great Final
Life ScienceⅠ PART 2
The Great Final
Life ScienceⅠ PART 3
The Great Final
Life ScienceⅠ PART 4

매직 개념완성

20강

1~2월/뉴런과 신경계

13강

3~4월

평가원 기출 분석으로 개념 반복 학습
비킬러 14문항 / (준)킬러 6문항 중 18문제 맞을 수
있도록 반복 학습

10강
모의고사 + 개념

14강
6~9월/(준)킬러 파트
13강

전도와 전막위/근수축 운동/유전 파트
고난위도 문제 이해

21강
8강
8강
8강

모의고사 진행 횟수 늘려 비킬러 정리
9~11월/돌연변이

오답 정리 및 킬러 유전 파트 집중으로

50점을 위해서 해결할 부분

(가계도 및 돌연변이) 9평 2등급을 수능에서
50점 목표로 학습 상담

8강

52강

1~2월/3월~4월 - 2회
5~6강, 15강, 34강, 39강, 40~46강, 49강~52강

고지자기 문제에서 시기별 자기북극과 지괴의
이동방향 파악하는 문제

지
구
과
학

오

매직 기출분석

31강

3~4월/절대연령

유형별 자료분석

26강

5월/17강

실전 문제풀이

30강

7~8월

매직 다지선다

16강

10~11월

수능특강

4~5월

수능완성

8~9월

OZ모의고사 시즌1

7월

지
훈

지질 단면에 나타난 지질구조에서
지층생성순서 및 융기여부 파악하는 문제
엘니뇨&라니냐 자료해석 문제 이해
평가원 기출 + 수특으로 개념 반복 학습
5~6단원 집중 학습 및 이해 / 별의 물리량 H·R도에 난
타낸 후 별의 진화단계특징을 적용하여 문제해결

전반적으로 완성도 높음/수능에서 50점 기대

주기적인 반복 학습 필요
해설지도 반드시 정독

모의고사 진행 多 -> 비킬러 개념 정리
OZ모의고사 시즌2

8월

오답 정리 및 킬러문제 해결
/

OZ모의고사 시즌3

9월

시선속도와 식현상을 복합적 작용하는 문제
현재 우주의 관측 문제

OZ모의고사 시즌4

10월
1월 ~ 개념 + 기출 +수특 반복학습 ~5월 = 6월 평가원(오답 정리 후 전반기 전체 복습)

7월 ~ (고난위도 심화문제 + 개념) + 기출 + 수완 + 모의고사 多(비킬러 + 킬러 파트 정리)

학과 상담

1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

1월 ~ 5월 학습계획 상담

1월 ~ 5월 학습계획 상담

1월 ~ 5월 학습계획 상담

1월 ~ 5월 학습계획 상담

1월 ~ 5월 학습계획 상담

학습계획 실천 과정 상담

학습계획 실천 과정 상담

학습계획 실천 과정 상담

학습계획 실천 과정 상담

학습계획 실천 과정 상담

목차별 질의응답 확인

목차별 질의응답 확인

목차별 질의응답 확인

목차별 질의응답 확인

목차별 질의응답 확인

어법/신텍스 성취도 평가

비유전 개념, 기출 성취도 평가

매직 개념 성취도 평가

알고리즘,수특, 기출

유전 개념 및 기출

유자분,기출분석 및 수특

~
3월

강기분 성취도 평가

4월
~
5월

6월

7월
~
8월

9월

시발점/뉴런 수I, 수II

새기분 및 수특

성취도 평가
뉴런 및 수분감

6월 평가원 계획 상담
학습계획 실천 및 목차별

6월 평가원 계획
학습계획 실천 및 목차별

6월 평가원 계획 상담
학습계획 실천 및 목차별

6월 평가원 계획 상담
학습계획 실천 및 목차별

6월 평가원 계획 상담
학습계획 실천 및 목차별

질의응답 확인

질의응답 확인

질의응답 확인

질의응답 확인

질의응답 확인

새기분 성취도 평가

뉴런 성취도 평가

알고리즘 성취도 평가

유전 개념, 기출 성취도 평가

유자분 성취도 평가

6월 평가원 가채점 기준 상담

6월 평가원 가채점 기준 상담

6월 평가원 가채점 기준 상담

6월 평가원 가채점 기준 상담

6월 평가원 가채점 기준 상담

1월 ~ 5월 기준 복습 계획

1월 ~ 5월 기준 복습 계획

1월 ~ 5월 기준 복습 계획

1월 ~ 5월 기준 복습 계획

1월 ~ 5월 기준 복습 계획

6월 평가원 성적 확인 상담

6월 평가원 성적 확인 상담

6월 평가원 성적 확인 상담

6월 평가원 성적 확인 상담

6월 평가원 성적 확인 상담

이상향, 수능완성

뉴런 복습,드릴, 수능완성

리드엔 로직, 수능완성

매직 실전 문풀, 수능완성

9월 평가원 계획 상담
이감, 상상, 한수 모의고사

9월 평가원 계획 상담
드릴 수I/수II 성취도 평가

9월 평가원 계획 상담
질의 응답 확인

고난도 문제, 신유형 분석,
수능완성 9월 평가원 계획 상담

및 질의응답 확인

5년 평가원 기출 분석

5년 평가원 기출 분석

이상향 성취도 확인

드릴 미적 성취도 평가

리드엔 로직 성취도 평가

9월 평가원 가채점 기준 상담

9월 평가원 가채점 기준 상담

9월 평가원 가채점 기준 상담

9월 평가원 가채점 기준 상담

9월 평가원 가채점 기준 상담

1월 ~ 8월 기준 복습 계획

1월 ~ 8월 기준 복습 계획

1월 ~ 8월 기준 복습 계획

1월 ~ 8월 기준 복습 계획

1월 ~ 8월 기준 복습 계획

파이널 준비 계획

파이널 준비 계획

파이널 준비 계획

파이널 준비 계획

파이널 준비 계획

뉴런 -> 드릴 복습

수특/수완, 평가원 기출 복습

개념 및 평가원 기출 복습

EBS변형 및 평가원 기출 분석

파이널 모의고사 계획

파이널 모의고사 계획

파이널 모의고사 계획

파이널 모의고사 계획

멘탈(수학 자신감) 상담

멘탈(영어 자신감) 상담

멘탈(생명 자신감) 상담

멘탈(지구 자신감) 상담

파이널 우리들의 기출분석 계획
파이널 점검 확인
10월
멘탈(국어 자신감) 상담

고난도 문제 질의응답 확인
5년 평가원 기출 분석
고난도 문제 및 신유형분석
성취도 확인

9월 평가원 계획 상담
실전문풀 질의응답 확인
5년 평가원 기출 분석
매직 실전 문풀 성취도 평가

학과상담 진행 여부 및 생활 상담
입소 2일차 / 생활담임 소개
입소 4일차 / 학과상담 확인
입소 5일차 / 생활 불편사항 확인
입소 10 ~ 15일차 / 플래너 및 학과상담 확인
입소 15 ~ 20일차 / 생활 불편사항 확인

학생과 생활담임 : 임현수/자심감과 열정을 담아서 수능 후 에듀셀파와 선생님이 멋진 추억으로
만들기, 생활 하면서 사소한 불편함이 있으면 편하게 찾아와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소개
목표 설정 확인 후 전 과목 학습계획 상담 확인
학습실, 식사 및 숙소에 대한 불편 사항 없음/부모님께 생활 부분과 학습계획 설명
학과 선생님 플래너 확인 후 계획에 맞도록 학습 진행 상태 상담 확인
수업 내용 질의응답 확인 체크
전체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없으며, 아침에 기상부터 일과표 생활화 적응
국어)
수학)
영어)
생명)

강기분 독서 - 시간 및 내용파악으로 진도 계획 보다 늦음 : 윤범석T(제재별 독해 포인트) 상담
시발점 - 수I, 수II 취약한 부분 중점 후 미적 진행 : 정의엽T(삼각함수 도형 및 미분의 활용) 상담
2021학년도 수능 1등급으로 진도 어려움 없음/원장님과 목표 대학 입시 상담
5등급으로 꼼꼼히 비유전부터 개념 수업 진행 / 지구) 매직 개념 월,수,금 진행

1월

진도체크 및 학과상담 여부 확인/생활상담

2월

진도체크 및 학과상담 여부 확인/생활상담

3월

진도체크 및 학과상담 여부 확인/생활상담

개념 수업 마무리 중/국어 윤범석T 문학(운문) 상담 / 수학 정의엽T 미적(정적분의 활용) 상담
일 평균 - 국어 4시간, 수학 5시간, 영어 1시간 반, 탐구 3시간 학습 / 생활 부분 불편함 없음

4월

진도체크 및 학과상담 여부 확인/생활상담

전 과목 평가원 학습 계획 상담/기출 및 수특 진도 여부 상담/ 70일 정도 지난 시점으로 휴가 계획 상담
의대 합격생 선배와의 대화 시간 후 학업 의욕 충전

5월

진도체크 및 학과상담 여부 확인/생활상담

6월

진도체크 및 학과상담 여부 확인/생활상담
평가원 성적 분석 후 학과상담

국어와 생명I - 스스로 만족할 만큼 준비 못함 - 수능을 목표로 계획하고 공부 강조
6월 평가원 시험 자신감 잃지 않도록 상담(긴장과 걱정 - 원장님 상담)
6월 평가원 시험 - (국어 수학 영어 생명I) 실수한 부분에서 스스로 반성하며 부족한 부분 확인
6월 평가원 후 성적이 향상됨/약대를 목표로 재수를 시작 했지만 상담 후 의대로 목표 상향 조정

7월

진도체크 및 학과상담 여부 확인/생활상담

평가원 후 1월 ~ 5월까지 학습한 내용 전체 복습/멘탈관리 상담/
선생님께서 왜? 의대로 목표를 상향 조정을 이야기 했는지 깨달음-자신감 있게 자기주도학습

8월

진도체크 및 학과상담 여부 확인/생활상담

국어) 새기분 - 윤범석T ebs 연계 및 유형에 대한 이해도, 추론적 사고 문제 유형 학습 상담
수학) 정의엽T 드릴(미적) 진도 계획 보다 뉴런 복습 상담(합성함수, 수열의 극한 부분 시간 단축)

9월

10월

진도체크 및 학과상담 여부 확인/생활상담
평가원 성적 분석 후 학과상담
진도체크 및 학과상담 여부 확인/생활상담

N제 문풀 및 파이널 진행 전에 1월 ~ 8월까지 학습한 중요 부분 복습 상담
원장님 의대 목표 설정 입시 상담-부족한 과목 보충 상담
전 년도 수능 -> 6월 평가원 -> 9월 평가원 꾸준히 성적 향상/파이널 준비/원내 생활 부분 상담
(34152등급) -> (32231등급) -> (11221등급) / 수학) 정의엽T 계산 실수 및 시험 시간 최적화 연습 상담
평가원 기출, ebs연계, 모의고사 진행 상황 확인 체크 / 생활 : 감기 및 건강관리 상담
국어) 윤범석T 지문-문항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문학 반복적 학습/언매 시간 단축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