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치열한 곳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2019학년도 예체능 주요대학 
148명 합격

봉준영

이예진

박서현

최동녘

백여민

유승우

김현지

박강식

이현아

3144 ▶ 1111

4333 ▶ 3323

3123 ▶ 2121

3234 ▶ 2233

2133 ▶ 1111

4235 ▶ 3113

442    ▶ 233
(국수영)     (국수영)

3341 ▶ 3121

5324 ▶ 3224

"‘점수는 정직하다’라고 믿고, 
내 실력이 반드시 점수로 나온다고 생각하라"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학원, 
내 것을 하다 보면 내 순서는 꼭 오게 되어 있다"

"다양한 예체능 입시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었고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에 맞춰 
전체적인 계획을 짤 수 있었다"

"본인을 믿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재수는 절대 실패가 아니다, 공부와 실기의 
효과적인 배분도 중요하다"

"더 좋은 공부법과 잘못된 방향에 대한 코칭, 
현재 실력에 맞는 공부 방법에 대하여 
개인별로 학습지도가 나를 만들었다"

"자신이 원하는 계획표를 만들고 융통성 있게 관리하며 
그 안에서도 규칙을 지키는 학원이었기 때문에 항상

정해진 시간에 부족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이라는 수단에 몰두하지 말고, 
자아실현이라는 더 큰 목표에 집중하자"

"처음의 간절함을 잃지 말자, 끝이 보일수록 
더욱 간절해졌고 간절함을 실천으로 옮겼다"

서울대 디자인학부/서울시립대 시각디자인

서울대 서양화/이화여대 디자인학부

홍익대 서울캠퍼스자율전공(논술)

서울대 디자인학부

홍익대 디자인학부(4년 장학)/홍익대 서울캠퍼스자율전공

홍익대 미술대학자율전공

서울대 서양화

홍익대 디자인학부

홍익대 판화과/이화여대 패션디자인

동북고 졸

선화예고 졸

진선여고 졸

중산고 졸

잠일고 졸

선화예고 졸

선화예고 졸

오금고 졸

선화예고 졸

서울대 4명, 한예종 4명, 국민대 17명, 홍익대 23명, 고려대 6명, 이화여대 7명 
성균관대 3명, 서울과기대 5명, 서울시립대 1명, 한체대 3명, 건국대 4명, 숙명여대 7명

경희대 4명, 중앙대 2명, 동덕여대 10명, 성신여대 6명, 한양대 2명, 세종대 3명
덕성여대 5명, 서울여대 4명, 동국대 1명, 가천대 7명, 명지대 1명, 인하대 4명

경기대 1명, 단국대 8명, 용인대 1명, 상명대 1명, 인천카톨릭대 1명, 서경대 2명, 추계예대 1명
* 전체 합격자 명단은 홈페이지 참고해주세요.(art.skyedu.com)



모집요강

모집 대상 예비 고3 (현 고2)

개강일 2020년 1월 2일(목)

수업 기간 2020년 1월 2일(목) ~ 2월 8일(토)  6주

모집방법 무시험 선착순 2개반 (정원 25명)

수업과목 국어 / 영어 / 탐구(현강/인강) - 과목별 수업은 시간표 참조

접수 및
등록 방법

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은 원장님 및 부원장님과의 1:1대면 상담을 통해 
학업의지와 목표가 확실한 학생만을 선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접수 모집요강 및 주요 커리큘럼 상담 → 입학원서접수 → 방문상담(성적표 제출) → 등록 완료

온라인 접수 학원 홈페이지 접속 → 모집요강 및 커리큘럼 확인 → 입학원서접수 → 전화 또는 방문상담(성적표 제출) → 등록 완료

방문접수 원장 및 부원장 심층상담(성적표 제출) → 입학원서 접수 → 등록 완료

제출서류
1. 본원 입학원서
2. 전국 모의고사 2학년 성적표 (교육청) 

수강료
월 98만원 [교재, 급식 비용은 별도]
* 학사일정으로 인한 편입 및 조기 퇴소의 경우 일할 계산됨 * 6주 120만원
※ 환불 규정: 교육인적자원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시행령 제18조 3항에 근거하여 환불됩니다

특별혜택

1. 1:1 공부법 멘토링.
2. 2월 말까지 자습실 및 학습 상담 무료
3. 수시/정시 컨설팅 및 배치 상담 무료
4. 연간 예체능 학습팩(입시자료, 굿즈) 배송
5. 스카이에듀 인터넷 강의 제공(3월 31일까지)

* 해당 증빙서류 필수 제출, 중복 안됨

장학제도

원거리 학생 장학 수강료 10% 지방 학생 (부모 비동거)

스카이에듀 장학 수강료 10% 스카이에듀 / 숨마투스 학원 졸업자의 가족 10%

실기 학원 병행 수강료 10% 실기학원 병행 학생

국가유공자 장학 수강료 10% 국가유공자 직계가족 자녀(외/조부모 가능)

공무원 자녀 장학 수강료 10% 교육공무원 (초,중,고교사 / 교육청 자녀) / 경찰, 소방, 군인 자녀



의 

8가지 약속

통합관리

수업관리

생활관리

학습관리

수능 최적화 교재

인강 멘토링

1:1 밀착상담 관리

클리닉 프로그램

예체능 계열 학생들만을 위한 몰입 공부 + 실기(오후 1시부터 가능) 통합계획 평가

스카이에듀 전임 선생님들의 현강 / 과목별 영역별 책임수업

Double 담임제 : 학생관리 선생님 상주
3不: 흡연 · 이성교제 · 전파 3無: 대화 · 엎드림 · 무의지

국어·영어·사탐과목의 Daily Report 작성 / 일일 모니터링 학습지도 / Weekly Daily Test

실전에 강한 문제 구성 / 영역별 반복학습 구조 / 영역별 기출문제 학습

학습 상담후 개인별 성적에 맞는 탐구 과목 선정 / 인강 추천 / 3월까지 무료인강 제공 

학과 담임선생님과 심층 상담 / 과목 선생님과 학습 상담 / 학생과 선생님과의 생활 상담 

기초가 부족한 학생을 위한 소수정예 집중 클리닉 프로그램 / 학과목 1:1 멘토링 상담전략



국어 6주 학습 프로그램

영어 6주 학습 프로그램

학습목표 국어 영역에 대한 원리와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기출 지문과 문항을 해결해 봄으로써 수능에 대한 실전 감각 배양

Step1

화작 : 화법 개념 잡기, 기출문제 적용하기

문학 : 시 읽기 ① - 개념 잡기

비문학 (독서) : 내용 이해 구조 이해하기, 인문 제재 기출분석

Step2
화작 : 작문 개념 잡기, 기출문제 적용하기
문학 : 시 읽기 ② - 기출 작품, 문제 적용하기
비문학 (독서) : 화제 및 제목, 사회 제재 기출분석

Step3
문법 : 문법 ① - 음운론 개념 잡기, 기출문제 적용하기 
문학 : 소설 읽기 ① - 개념 잡기
비문학 : 논지 전개 방식, 인문 제재 기출분석

Step4
문법 : 문법 ② - 품사론 개념 잡기. 기출문제 적용하기
문학 : 소설 읽기 ② - 기출 작품, 문제 적용하기
비문학 (독서) : 논리적 추론, 예술제재 기출분석

Step5
문법 : 문법 ③ - 통사론 개념 잡기, 기출문제 적용하기
문학 : 극 수필 읽기 ① - 개념 잡기 & 기출문제 적용하기
비문학 (독서) : (보기)유형이해 , 과학제재 기출분석

Step6 실전적용 학습 : 미니모의고사를 통한 자신의 위치파악 / 약점체크 / 모의고사 실전 능력함양

학습목표

문법 · 구문 · 독해 심화개념 학습과 실전문제풀이를 통해 수능(영어) 영역에 대한  완벽 대비 

1주 500단어 Voca Test / 수능 영어 듣기 수업

구문 독해

Step1

1강 : 영문장 구조편 - 품사편 

2강 : 영문장 구조편 - 문장 성분 

3강 : 문장 형식의 이해 - 1.2형식 

4강 : 문장 형식의 이해 - 3.4형식 

5강 : 문장 형식의 이해 - 5형식

주제 추론

정확한 문장구조의 파악

글의 핵심 이해를 위한 지문 유형 파악

Step2

6강 : 동사 구조의 이해 - 시제 

7강 : 동사 구조의 이해 - 태 

8강 : 동사 구조의 이해 - 수의 일치 

9강 : 동사 구조의 이해 - 조동사의 이해

주제 추론

작가의 글의 의도를 파악

지문 속 근거를 통한 오답 피하기 

Step3

10강 : 주어/목적어 구조의 이해 - 부정사, 동명사 

11강 : 주어/목적어 구조의 이해 - 접속사 

12강 : 주어/목적어 구조의 이해 - 의문사 

13강 : 주어/목적어 구조의 이해 - what의 쓰임

빈칸 추론

정확한 해석을 통한 글의 흐름을 파악

Step4

14강 : 다기능 구조의 이해 - 분사의 이해 

15강 : 다기능 구조의 이해 - 부사절의 이해 

16강 : 다기능 구조의 이해 - 형용사절의 이해 

17강 : 다기능 구조의 이해 - 형용사와 부사의 이해

논리성 추론

지문의 논리 파악 - 기 승 전 결

Step5

18강 : 다기능 구조의 이해 - 비교 구문

19강 : 다기능 구조의 이해 – 특수 구문(1)

20강 : 다기능 구조의 이해 – 특수 구문(2)

어휘 추론

흐름과 정확한 해석을 통한 글의 맥락 이해



주말 자율 학습 시 준수 사항 ( 토요일 의무 / 일요일선택 )

표준 시간표

1.  9시 입실 완료(늦을 시 귀가조치)

2.  토요일 저녁/일요일 점심, 저녁 식사시간 엄수(늦을 시 귀가 조치)

      - 점심은 1시까지 입실, 저녁은 6시까지 입실하여 자습 준비 완료

3.  외출/조퇴 희망자는 학생과에서 허가증 발급

      -  조퇴 시 부모님과 통화 후 결정

4.  무단 외출/조퇴 적발 시 엄벌에 처함(매시간 인원체크)

교시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시간

조회 08:00~08:15 등원 및 국어 영어 단어 테스트 9시 등원

1 08:20~09:10 국어 국어 국어 국어 국어

탐구
자기주도학습

(의무)
질의응답

자기주도학습
(희망자)

2 09:20~10:10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3 10:20~11:10 국어 국어 국어
탐구

국어

4 11:20~12:10 영어 영어 국어 TEST

중식 12:10~13:00 영어 듣기 / 종례 / 중식

5 13:10~14:00 멘토링 / 질의응답

자기주도학습
(희망자)

자기주도학습
(희망자)

6 14:10~15:00
국어, 영어 Clinic / 미디어 학습

7 15:10~16:00

8 16:10~17:00 질의응답

석식 17:00~18:00 석식

9 18:00~18:50

자기주도학습 & 질의응답 & 1:1 학습상담 & 미디어 학습
자기주도학습 (희망자)

18:00 ~ 21:00
10 19:00~20:20

11 20:30~21:50

국어10T / 영어 7T / 탐구 4T / 클리닉 4T(선택)



art.skyedu.com

02.6929.2030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 7분

사업자등록번호:  859-85-00471 교습과정 : 입시교육 운영등록번호: 제11987호

남양주 기숙  

031.511.5700

수원

031.235.3000

강남 문과전문관

02.537.2727

광주

062.511.6308

신촌

02.334.9090

노량진 단과

02.424.5015

강남 의치대전문관  

02.523.7272

포스코
사거리

대치
사거리

2호선/분당선 
선릉역
1번출구

삼성역

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