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학원
학습 콘텐츠 안내
* 2020년에 진행된 학습 콘텐츠입니다
* 2021년에는 학습 콘텐츠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이도 ★★★★

#수능과_가장_유사

#누적응시수_최다(학평모평제외)
#국내우수_집필진

#수능_전과목

- 수능과 가장 유사한 퀄리티 구현
- 더 심도있는 신유형, 고난도 문항 개발
- 수능 전과목을 커버하는 완전체 모의고사
- 모의고사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계 학습 자료 제공 - 해시태그 쉬어(수학)

#난이도 ★★★★★
#고난도_문항

#수능다운_모의고사

#수능만점_도전

#새로운_문제_유형

- 수능보다 다소 높은 난이도의 대성학원생 전용 모의고사
- 수학/과학탐구 : 강남대성수능연구소 제작
- 국어 : 이감국어연구소 제작
- 영어/사회탐구 :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제작

#난이도 ★★★★
#쉬운 문제로_어려운문제_격파

#고난도문제

#쉽게_변형

- '쉬운 문제로 어려운 문제 풀기'
- 강대모의고사,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당일 출제된 수학 기출 연계 문제
37~50문항 제공
- 킬러, 준킬러 9~10문항에 담긴 핵심 유형을 기출문제를 통해
풀어볼 수 있도록 제작된 콘텐츠

#난이도 ★★★★

#고난도3문제_제외한

#27문제를_50분에_끝!
#남은_시간은

#고난도문제에 #올인

- 수학 30문항 중 최고난도 3문항을 제외한 27문항 구성
- 27문항을 50분 안에 해결, 보다 만점에 가깝게 트레이닝

#4점_문제로_10문항

#난이도 ★★★★
#4점_문제

#집중공략

#난_한_개만_노린다
- 수학 준킬러 4점 10문항으로 더욱 완벽한 대비

#난이도 ★★★★★

#고난도문제_집합소

#수학만점_상위_0.1

#도전

#감당할_수_있겠습니까_?
- 수학 만점자 0.1%에 도전하는 대성학원생 전용 콘텐츠
- 전년도 강대모의고사, 프리미엄 모의고사 킬러 우수문항 및 유사 기출,
신규 킬러 문항 제공(강남대성수능연구소, 대성학력개발연구소)

#단과_자연계전용

#난이도 ★★★★

#수학모의고사
#해설까지

#실제수능같은

#환경제공

#완벽

- 강대모의고사K 1Set(30문항) : 16주(16회) 시행, 단과 전용 수학 모의고사
- 매주 수능 시험환경에서 모의고사 1회 시행 및 해설강의

#난이도 ★★★★
#수학모의고사

#단과_자연계전용
#2750_단과_버전

#2750은_진리
- 강대모의고사K 2750 1Set(27문항)
- 흔들림 없는 27문항 대비를 위해 매주 1회 제공

#난이도 ★

#자투리_시간

#국어수학_풀기

#쉬운_난이도

#공부습관_형성

#국수먹듯 #호로록
- 일일 15분 활용, 일년간 체계적으로 학습 가능한 자료 제공
- 국어 - 이감국어연구소 제작(대성학원 전용)
- 수학, 영어 -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제작

#난이도 ★★★

#간_쓸개_다_내놨다!

#이감국어연구소

#국어_콘텐츠

- 이감국어연구소에서 제작한 간쓸개 (선택구매)

#난이도 ★★★
#개정과탐
#진격의_과탐

#17문항_20분안에
#완벽반영
#과학_1등급_탈환작전

- 과학 I / II (물화생지) 1Set(17문항)을 20분 안에 해결
- 과학 17문항에 대한 완벽대비로 수능 점수 안정성 강화
(수능 출제경향 및 과목 특성상 문항 수는 변동될 수 있음)

#난이도 ★★★★
#수능_최신경향

#수능_실전
#낯선_신유형

#사회_과학_집중공략
- 사회탐구 모의고사 1set(20문항) 형식 학습 자료 제공
- 과학 I / II (물화생지) 모의고사 1Set(20문항) 형식 학습 자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