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들은

대개 전혀 가망이 없는 것 처럼 보이는데도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Secret Note
데일리포트 자기분석서 SUMMARY NOTE 2018 UPGRADE

재수 성공 학생 학습

사업자등록번호 : 132-85-250203
교습과정 : 입시교육
운영등록번호 : 제2279-7호

선릉 예체능전문관

02.6929.2030

강남 문과전문관

02.537.2727

강남 의치대전문관

02.523.7272

신촌

02.334.9090

수원/수원(단과)

031.235.3000

광주

062.511.6308

노량진(단과)

02.424.5015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모꼬지로311번길 43
(송천리 24-3)

031.511.5700

nyj.skyedu.com

지하철  대성리역(상봉역출발 36분소요) - 대성리역 하차 후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픽업해 드립니다.

시내버스

청량리역(1330-44, 1330-3, 1330-2, 1330-5, 30번)승차. 대성리역하차.

잠실역 5번출구(8002번, 8001번)승차. 대성리역하차.

시외버스

동서울터미널(춘천,청평행) - 직행버스를 이용, 대성리 하차.

상봉터미널(청평행) - 시외버스를 이용, 대성리 하차.

공항버스

김포공항(8843번) - 김포공항국제선 승차 - 마석 원병원 하차

경부고속도로

판교IC > 구리(외곽순환도로) > 구리TG > 퇴계원IC(6KM)우회전 > 춘천방향(자동차전용도로) >

터널 3곳(호평/마석/모란) > 대성리역 > 대성교차로(수동,운수리)좌회전 > 대성터널 > 입석리 >

입석리신발교(종점슈퍼)다리 좌회전 > 도착

중부고속도로

동서울TG > 강동대교(구리) > 구리TG > 퇴계원IC(6KM)우회전 > 춘천방향(자동차전용도로) >

터널 3곳(호평/마석/모란) > 대성리역 > 대성교차로(수동,운수리)좌회전 > 대성터널 > 입석리 >

입석리신발교(종점슈퍼)다리 좌회전 > 도착

경춘국도(46번)

서울-춘천

구리TG > 남양주IC(0.7KM) > 46번경춘국도 > 남양주시청(10KM) > 평내,호평 > 마치터널 > 마석 >

대성리역 > 대성교차로(수동,운수리)좌회전 > 대성터널 > 입석리 > 입석리신발교(종점슈퍼)다리 좌회전 > 도착

춘천-서울,중앙고속도로

춘천 > 가평 > 청평 > 대성교차로(수동,운수리)우회전 > 대성터널 > 송천리 > 신발교(종정슈퍼)다리 좌회전 >

신발교 다리건너 우회전 > 도착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모꼬지로311번길 43(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24-3)

(031) 511-5700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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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스카이에듀학원 선행반 출신 재원생 성적 향상자 기준 (입학수능 vs 9평 국수탐(2) 백분위 합 비교) **2018학년도 스카이에듀학원 정규반 출신 재원생 성적 향상자 기준 (입학수능 vs 9평 국수탐(2) 백분위 합 비교)

단기 성적 상승 보장

대치동 1타 스타 강사 직강

SKYEDU 과목별 1위 전문가의 단기 이해기반 실전형 Contents는

단기간에 이해하고 수능에 바로 적용되는 차별화된 전략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가파른 성장으로 검증된

단기 성적 상승의 핵심 전략이 함께합니다.

국어 김재원

국어 최용묵 국어 주진우 수학 윤미성 수학 임봉현

수학 손광균

영어 박수호 영어 김혜영 영어 송명규 논술 이기택 논술 오장원

사탐 김현중 사탐 김태훈 사탐 이용재

사탐 김창겸 사탐 윤정호

과탐 임태웅 과탐 국순길 과탐 최정윤 과탐 서형곤 과탐 김동주

사탐 문성욱

전년도

평균 상승 점수 대비

7.1점 상승

2018

57.5

2019

64.6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14.2

17.5

20.4
21

15.9

17

전년도

평균 상승 점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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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21

15.9

17

64.6점 상승 
2 )

더 어려웠지만, 더 올랐습니다!

스카이에듀학원X숨마투스학원 백분위 평균 상승점수 17.5점 상승! 
3 )

국어 백분위 평균 점수

21점 상승! 
3 )

수학(가) 백분위 평균 상승 점수

17점 상승! 
3 )

수학(나) 백분위 평균 상승 점수

2) 2018학년도 수능, 2019학년도 수능 성적 확인 가능한 재원생 성적 향상자 국수탐(2) 백분위 점수 기준(예체능 제외, 19수능 가채점 결과)
3) 2018학년도 수능, 2019학년도 수능 성적 확인 가능한 재원생 성적 향상자 각 과목별 백분위 점수 기준(예체능 제외, 19수능 가채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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