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의 정수,
정수민이니까
생명과학 1등급 변수는 없다
후회없는 1년, 최후에 승리하는 1년 지금 정수민과 함께 하십시오.

정수민

연간 커리큘럼
시즌

시즌1 (10주)
12월 넷째주 ~ 2월 넷째주

시즌2 (4주)
3월 첫째주 ~ 3월 넷째주

시즌3 (6주)
5월 첫째주 ~ 6월 첫째주

강대마이맥
02)556-2700
_
미래탐구
02)538-3372
_

시즌4 (8주)
7월 둘째주 ~ 8월 넷째주

파이널 (8주)
9월 첫째주 ~ 10월 넷째주

내용
•수능 생명과학 핵심 개념 정리
•유형별 문제 풀이 및 개념 적용

•핵심 개념 스피드 정리 및 심화 개념
•개념 Check OX 문제 풀이
•문제 접근 방법 풀이 (2021 수능 오답률 BEST4 문항)

정상의 컨텐츠로, 최상의 강의로
생명과학 전공자가 만드는
생명과학의 정수, 정수민입니다.

•기출 문제 분석 및 풀이 (원샷원킬)
•EBS 수능특강 연계 문항 풀이
•실전모의고사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
•EBS 수능완성 연계 문항 풀이
•실전모의고사 1회 및 해설강의
•TIME ATTACK : 유전, 전도, 근수축 등 킬러 문항 풀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

•FINAL 핵심 개념 Check
•실전모의고사 FINAL 매주 2회 진행 및 해설강의

세정학원
02)567-0606
_
다원교육
02)3454-1162
_

현장 강의 시간표
토

일

9:00 ~ 12:30

강대마이맥
(생명과학Ⅰ)

다원교육
(생명과학Ⅰ)

목동PGA학원
02)2644-1658
_

2:00 ~ 5:30

미래탐구
(생명과학Ⅰ)

다원교육
(생명과학Ⅱ)

집단지성교육 연구실
010-4244-2543

6:30 ~ 10:00

세정학원
(생명과학Ⅰ)

목동PGA학원
(생명과학Ⅰ)

중계 학림학원
02)933-4747
_

시간

화

중계 학림학원
(생명과학Ⅰ)

생
명
과
학

정수민 선생님
서울대학교 졸업
KAIST 생물공학과 대학원 졸업
現 강남 대성학원 출강
現 대성마이맥 인터넷 강의
前 EBS · EBSi 강의, 前 전국 모의고사 출제위원

최상위권 변별을 위한
고난도 문항은 반드시 출제된다!

<저서>
대성초이스, 파이널 생물1 ·2(대성출판)
대성마이맥 생물1 ·2, 과학논술(대성출판)
꿈을 이루는 생물1(천재교육)
수능마무리1 과탐영역 생물1 ·2(두산 동아)
고등학교 과학(대한교과서)
디지털 백과 사전(대교)
A+ 필수 과학(중앙교육)
秀 프로젝트 과학 생물(두산동아)
두드림 과학(블랙박스) 外 다수

최상으로,
올바르게, 정통으로
가르쳐서 정수!
생명과학의 정수
정수민

정확한 개념의 완벽한 이해와 암기
꾸준한 반복 학습과 문제 풀이를 통해 간결하게 푸는 훈련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단원에 대한 심층 학습

생명과학Ⅰ
•기출 문제나 기존 수능 교재에 자주 이용되었던 개념이나 자료는 정리한 후
이해해 두어야한다.
•고난도 유전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충분한 반복 학습을 해야 한다.
•신경계와 방어 작용에 대해 제시된 자료(그림, 도표 등)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물론, 관련된 개념을 꼼꼼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습해야 한다.

생명과학은 BIO
누구나 가능하게 ABLE
정수민의 BIBLE이
생명과학의 정수입니다

생명과학Ⅱ
•생명과학Ⅱ는 원리와 개념이 명료하므로 기본에 충실한 학습을 해야 하며,
평소에 관련 문제의 연습을 통해 많은 개념 확인 학습을 해야 한다.
•어려운 문항이 4단원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5단원 진화의 원리,
6단원 생명 공학기술에서 3~4개 출제되므로 새로운 유형의 문항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

정확한
수능 개념

최고의
컨텐츠

완벽한
학생 관리

수능 개념에 가장 정확하다

1등급 선배들이
검증한
생명과학은
정수민입니다

•생명과학전공 수능 전문가의 최고의 수업
•수능 만점을 위한 빈틈없는 정확한 개념 완성
•모든 문제 풀이를 위한 최상의 Know-How 제시

컨텐츠의 수준이 다르다
•매주 중요 테마별 심화 학습 수업
•최고의 Know-How가 쌓인 핵심 개념 및 문제 풀이 교재 제공
(매주 정리 Test, 주간 Test, 복습용 Work-Book)
•수능을 적중시키는 비교 불가 Killer Problem 모의고사 제공

학생 관리가 완벽하다
•정확한 테스트 및 성적 관리를 통한 수강 학생들의 실력 점검
•언제 어디서나 부족한 부분 복습을 위한 대성 마이맥 온라인 강의 제공
•테마별 클리닉을 통한 개인별 취약점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