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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고 수준의 출제진 및 검토진 참여

업계 최고 수준의 Quality & Quantity

3월 4월 8월 10월

강대모의고사
(4회)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6회)

1회차 2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논술모의고사
(4회)

1회차 2회차

강대모의고사K 수학
(16회)

#THE 27
(18회)

너만키 수학
(20~24권)

하이포텐
(1권)

이감모의고사
(22회)

강대모의고사K 국어
(8회)

2회차

한수모의고사
(8회)

2회차

해시태그 영어 모의고사
(12회)

2회차

강대모의고사K 과학Ⅰ
(16회)

해시태그 1720Ⅰ
(8회)

너만키 과학Ⅰ
(13~14권)

N키트 과학Ⅰ
(4권)

1~2권

High5
(4주)

강대모의고사K 과학Ⅱ
(16회)

해시태그 1720Ⅱ
(8회)

너만키 과학Ⅱ
(7권~10권)

N키트 과학Ⅱ
(4권)

1~2권

전과목
해시태그 사회 모의고사

(8회)

국수잔치 & 티타임(영어)
(과목별 17회)

과

학

Ⅱ

사회

1회차

3~4권

매주 1~2권
(물Ⅱ9권,화Ⅱ10권,생Ⅱ7권,지Ⅱ10권)

3~4권

매주 1회 - 8주

(17문항)

매주 1~2권
(물Ⅰ14권, 생Ⅰ13권)

매주 1회

- 4주

매주 1회 - 8주

(17문항)

매주 국/영/수 과목별 매주 1회 - 17주

매주 1회 (7/19월~11/12금) - 16회

매주 1회 (7/19월~11/12금) - 16회

매주 1회 - 8회

물Ⅱ

화Ⅱ

생Ⅱ

지Ⅱ

국어/영어/수학

과

학

Ⅰ

1회차

3회차~8회차

3회차

4회차3회차

3회차

1회차

매주 1~2권

(수1 7권, 수2 7권, 확통 6권, 미적 10권, 기하 6권)

매주 1회 (시즌2~3, 6/28월~11/12금) - 18회

시즌4 - 5회
시즌6

파이널Ⅱ - 10회

영어 3회차~12회차1회차

미니모의고사

1~5회

시즌5

파이널Ⅰ - 7회

1권

11월9월

4회차2회차

0회차 매주 1회 (7/19월~11/5금) - 15회

2021년 콘텐츠 일정
(재수정규반 커리큘럼 기준)

모의고사

물Ⅰ

화Ⅰ

생Ⅰ

지Ⅰ

수학

국어

시즌2 (6월말~9평) 시즌3 (9평~종강)

7월6월

시즌1 (개강~6월말)

5월

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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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별 모의고사

1. 강대모의고사 K    |  실전 감각 극대화를 위한 FINAL 모의고사

어떤 수능 상황도 자신 있게 정복할 수 있는 모의고사

강남대성수능연구소 제작

[국어] * 국어 8회

구성: 강모 K 국어 + 의식의 흐름 (5 , 8~11월)

① 강모K 국어: 공통+선택(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45문항 1세트

② 의식의 흐름(손풀이 해설) 제공

③ 세율곡, 강남대성수능연구소 공동제작

[수학] * 수학 16회 (0회차 포함)

구성: 강모 K 수학 + THE K 27 + #쉬어 (6~10월)

① 강모 K 수학: 공통(수Ⅰ,Ⅱ) + 선택과목(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30문항 1세트

② THE K 27: 30문항 중 킬러 3문항을 제외한 27문항(공통: 20문항, 선택: 각 7문항) 1세트

③ #쉬어: 수Ⅰ,수Ⅱ 중 12문항에 대한 분석과 연계 기출 문제 제공

[과학] * 과탐Ⅰ,Ⅱ과목 16회 (생Ⅱ 24회)

구성: 강모 K 과학 (7~11월)

2. 이감 모의고사    |  고퀄리티의 국어영역 실전 모의고사

이감국어연구소에서 제작한 이감모의고사, 간쓸개 (선택 구매) * 이감모의고사 22회

(5 , 7~11월)

3. 한수 모의고사    |  고퀄리티의 국어영역 실전 모의고사

한국교육평가인증 국어 연구소에서 제작한 한수모의고사 * 한수모의고사 2회

(8,9월)

4. 해시태그 모의고사 사회    |  실전감각 극대화를 위한 FINAL 모의고사

어떤 수능 상황도 자신 있게 정복할 수 있는 모의고사 *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한국지리 16회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제작 윤리와사상, 세계지리, 정치와법, 경제, 세계사, 동아시아사 8회

(7~10월)

5. 해시태그 모의고사 영어    |  읽기 영역 28문항으로 구성된 영어 독해 모의고사

1등급을 위한 효율적인 시간 분배 및 실전 트레이닝 * 12회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제작 (5 , 8~11월)

6. #THE 27 (수학)    |  15,22,30번을 제외한 일반문항부터 준킬러까지 구성된 수학 모의고사

상위권에게는 만점을 위한, * 18회

중상위권에게는 1등급을 위한 트레이닝 모의고사 (6~11월)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제작

7. 해시태그 1720 (과학)   |  수능 경향에 맞춘 일반문항부터 준킬러까지 17문항으로 구성된 과학 모의고사

만점을 위한 풀이 시간 최적화 컨텐츠 * 과탐Ⅰ,Ⅱ과목 8회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제작 (5~7월)

8. 국수잔치(국어/수학) & 티타임(영어)    |  하루 15분 짧은 시간을 활용한 상반기 미니 모의고사

국어 : 2022 수능 체제에 맞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학습 * 매주 1회씩 17주 제공

수학 : 공통과목(수Ⅰ,수Ⅱ) 집중 학습  /  영어 : 주요 빈출 유형의 문제로 구성 (3~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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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개념서 및 N제

1. 너만키 (수학, 과학)    |  핵심 테마에 대한 최적화된 풀이를 제시하는 실전 개념서

핵심테마별 평가원 기출, 강모/강모K 기출, 수능연구소 신규 문항으로 구성 * 수Ⅰ, 수Ⅱ 각 7권

이에 대한 적용 가능한 최적화된 풀이 연습 미적분 10권

강남대성수능연구소 제작 기하, 확률과 통계 각 6권

(3~7월)

* 과탐Ⅰ과목 (화학Ⅰ 14권, 생명과학Ⅰ 13권)

과탐Ⅱ과목 (물리학Ⅱ 9권, 화학Ⅱ 10권, 생명과학Ⅱ 8권, 지구과학Ⅱ 10권)

(3~5월)

2. N키트 (수학, 과학)    |  역대 대성 우수 문항 N제

다양한 유형과 난이도의 문항으로 구성 * 수학Ⅰ,Ⅱ

강대모의고사, 강대모의고사K, 더프리미엄 모의고사 등에서 선별 각 1권

대성학력개발연구소, 강남대성수능연구소 공동제작 (5월)

* 과탐Ⅰ,Ⅱ 전과목

각 4권

(4~5월)

3. 하이포텐 (수학)    |  수학 만점자 0.1%에 도전하는 대성학원생 전용 컨텐츠

수능 고난도 문항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최고난이도 신규 문항으로 구성 * 1권

강남대성수능연구소 제작 (6월 말)

4. High 5 (과학)    |  킬러, 준킬러 문항 집중 공략 컨텐츠

#1720 모의고사와 심화 연계 * 과탐Ⅰ과목

구성 : 킬러 2문항, 준킬러 3문항 (5문항) 4회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제작 (6~7월)

  전과목 모의고사

1. 강대모의고사    |  수능에 가장 근접한 퀄리티의 대성학원생 전용 실전 모의고사

국어 : 이감국어연구소 제작 * 국어, 수학, 탐구(사회, 과학)

수학/과학탐구 : 강남대성수능연구소 제작 4회

사회탐구 :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제작 (5,6,7,10월)

#쉬어 (수학) : 수Ⅰ,수Ⅱ 중 12문항에 대한 분석과 연계 기출 문제 제공

2. 더프리미엄 모의고사    |  전국 단위 전과목 수능 실전 모의고사

수험생 개인의 전국 단위 위치를 진단하는 성적표 제공 * 6회

#쉬어 (수학) : 당일 출제된 고난도 문항과 연계 기출 문제 제공 (3,4,5,8,10,11월)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