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메가와 논구술연구소가
함께하는 수시 완벽 준비 프로그램
1. 기본부터 실전까지 논술은 우리에게 맡겨라! (2~11월)
기본역량 강화 2~6月
•정규수업으로 탄탄한 기본 개념 다지기
•자기 주도 학습용 논술 기본 학습
•단계별 쓰기 첨삭 및 논제별 쓰기 지도
•논술쓰기 특강 대면 지도

• 논술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단계별 맞춤 강의
• 연간 5만의 응시자가 증명하는 메가스터디 모의고사 실시

실전평가 및 관리 7~10月

• 1 : 1 서면 및 대면 지도를 통하여 자신의 장단점 파악

•실전에 최적화된 논술 모의고사
•서면 및 대면 첨삭으로 논술에 대한 심화 학습
•개인 성적표 산출을 통한 객관적 위치 파악

• 기본 강의 : 2 ~ 6월
• 실전 강의 : 7 ~ 10월

수시지원 및 대학별 맞춤 지도 11月
•논술 전형 참고 배치표 제공
•논술 전형 수시 지원 리포트 제공
•대학별 맞춤 파이널 강좌 제공

• 대학별 맞춤 강의 : 11월

2. 대학별 맞춤 면접으로 합격의 문을 두드리자! (5~12월)

3. 학생부 전형의 꽃 자기소개서 -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자! (5~9월)
업계 최고 전문가의 분석은 합격으로 돌아온다.
• 특강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습득
• 선생님과의 일대일 상담을 통한 나만의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
• 보다 객관적인 눈으로 나의 장단점 파악
• 자기소개서부터 면접까지 연계 관리 가능

메가스터디 논구술연구소 가

하면 다르다!
2015년 메가스터디 논술 모의고사 2회 D

1. 기출문항 적중!
압도적인 적중률
: 2016학년도 고려대, 중앙대,
성균관대,숙명여대, 한양대 등등
주요 대학 적중!

2. 결과로 이야기한다!
: 고려대 일반전형(논술) 36명,
연세대 일반전형(논술) 22명,
서강대 논술전형 30명, 성균관대
논술전형 46명, 한양대 논술전형
16명 등등 서울 주요대학 논술전형
합격자 314명 (합격자 확인 중)
•대학별 맞춤형 모의 면접
•면접관 2명과 학생 1명의 실전 모의 면접

인문논술

•학생 개별 연락을 통한 대기 시간 최소화
•풍부한 경험의 선생님과 메가만의 노하우의 만남

김택흔

수리논술

이은정

메가스터디 논술연구소 <쓰기집중반>
- 논술의 기본기부터 실전 연습까지!
- 답안 작성 연습을 통한 실전 능력 극대화!
- 논술 유형 완벽 정복 및 실전 쓰기 지도를
통한 취약점 극복!
개강일 / 수업시간

2/4
(토)
Am 9: 00
~
Pm 11: 00

과정(주) / 금액

4주
132,000원

중
문적
시
제

2016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기출

메가스터디 논술연구소 <쓰기집중반-수리논술>

- 논술의 성공적인 스타트를 끊어라!
- 강의 + 논술 모의고사 + 답안교정으로
논술 실력 향상!

강의 내용

•1강 : 인문 논술 기본 성격, 요약형 분석 및 답안 작성의 기초
•2강 : 요약형 이해도 점검 및 논술 모의고사
•3강 : 논술 모의고사 제출 답안 공개 평가 및 해제
•4강 : 논술 모의고사 성적표 및 성취도 평가 분석
* 실전 모의고사 답안교정 및 성적표 제공
* 유형 학습서 1회 제공

대상

고3
및
N수생

- 논술의 기본기부터 실전 연습까지!
- 답안 작성 연습을 통한 실전 능력 극대화!
- 논술 유형 완벽 정복 및 실전 쓰기 지도를
통한 취약점 극복!
개강일 / 수업시간

과정(주) / 금액

2/4

4주

(토)
Am 9: 00
~
Pm 12: 00

203,000원
(모의고사
45,000원
포함)

- 논술의 성공적인 스타트를 끊어라!
- 강의 + 논술 모의고사 + 답안교정으로
논술 실력 향상!

강의 내용

•1강 : 수리 논술 분석 및 수리 답안 작성의 기초
•2강 : 수리 기본형 출제 경향 분석, 과제 문항 풀이
•3강 : 수리 기본형 기출 문항 분석, 논술 모의고사
•4강 : 수리 기본형 기출 문항 풀이, 논술 모의고사 풀이
* 실전 모의고사 답안교정 및 성적표 제공
* 유형 학습서 1회 제공

대상

고3
및
N수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