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2 수능국어·내신 정규반  예비 수험생의 준비자세. 힘들어도 고3처럼 !

이재혁 팀장, 팽현하, 윤현서, 신화순 선생님

내신반 수업 구성  철저한 학교별 반편성

학교별로 내신 개강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업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생님이 각각 5개 내외의 학교만 맡아 철저히 관리합니다. 

일반 진도의 경우
교과서 단원별 

진도(3~4주) 
➜ 진도 총정리(1주)  ➜ 직전 보강(1주)  

시험 범위가 많은 경우 교과서 단원별 진도(5주) ➜ 직전 보강(1주)  

교과서 진도  -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철저히 복습합니다. 

- 매주 단원별 실전문제 풀이를 병행하여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 학교 선생님이 참고하시는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심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진도 총정리  - 교과서 단원별 진도를 빠르게 총 정리합니다.

- 특히 학습활동 중심의 서술형 문제를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합니다.

- 진도 총 정리에 앞서 자체 제작 문제집을 배포하여 풀이를 확인합니다.  

직전 보강    - 작품별, 단원별 핵심 내용을 총 정리합니다.

- 직전 보강 또한 학교별로 진행하며, 학교별 경향을 반영한 문제를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어봅니다.

-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할애하여, 최상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간고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2 내신반 시간표

학교명 시작일 시간 학교명 시작일 시간 학교명 시작일 시간

경기고 8/28 일 2시 서울고(문과) 8/27 토 2시 잠신고 8/27 토 10시

경기여고 8/28 일 6시 영동고 8/28 일 2시

단대부고 9/3 토 2시 영동일고 9/4 일 10시 중산고 9/3 토 6시

상문고 9/3 토 2시 은광여고 9/4 일 10시 진선여고 9/4 일 10시

서초고(문과) 8/31 수 6시 잠실고 8/29 월 6시 청담고 9/4 일 6시

숙명여고 9/3 토 6시 정신여고 9/4 일 6시 한대부고 9/2 금 6시

세종고 9/3 토 2시 중대부고 9/3 토 10시 휘문고 9/4 일 2시

양재고 9/3 토 10시 중동고 9/3 토 6시

세화고[반포] 9/10 토 2시 세화여고[반포] 9/10 토 9시 서문여고[반포] 9/8 목 6시

반포고[반포] 9/9 금 6시

※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내신 시작시기, 시간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반포점은 1주차 정규수업 진행 후 2주차부터 내신대비 진행



고2 수능국어 정규반 구성  10/14(금) ∼ 10/30(일), 3주

시대별 고전운문 – 시대별, 장르별 고전운문의 특징과 실전 문제 풀이 연습

수필/극문학 -  수필/극문학의 특징 이해, 기출 지문을 통한 실전 독해 및 문제풀이 연습

화법/작문 - 화법/작문의 개념과 오답률 높은 문제의 해결 전략 제시

고전 운문문학

(60분)
➜

수필/극문학

(60분)
➜ 화법/작문(60분) ➜

수능 테스트 +

어휘 테스트

실전 모의고사 1회 실시 + 모의고사 과제 부여

- 9월 모의고사를 대비하여 실전과 같은 시험을 실시합니다. 

- 모의고사를 통해 학생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합니다. 

- 모의고사 실시 후 전국 등급과 학원 내 등급이 표기된 성적표를 발송합니다.   

학원생 성적 관리 및 종합 성적표 발송

- 쓰기·어휘·어법 대비 어휘 암기 및 확인 평가를 매주 실시합니다.

- 매일 과제를 통해 하루씩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 매주 모의고사 1SET를 과제로 부여하여 개인별 성적을 꼼꼼하게 분석합니다.

- 학생의 성적을 꼼꼼히 파악하여 학생 개개인별로 별도 과제집을 제공하고 관리합니다. 

- 엄격한 출결 관리(결석시 확인전화)

- 과제 및 성적 관리 : 매주 과제 및 테스트 결과 문자 안내

- 개인별 학생 상담 실시(학업상황, 학교문제, 공부방법 등)

고2 수능국어 정규반 시간표  
요 일 시 간 과 목 비 고

대치점

금 오후 6시 

고전 운문문학 + 수필/극문학 + 화법과 작문

토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일

오전 10시(마감 임박)

오후 2시

오후 6시(마감 임박)

오후 6시 심화반 심화반 별도운영

반포점 토
오전 9시

고전 운문문학 + 수필/극문학 + 화법과 작문 윤 민 선생님
오후 2시

※ 수능 정규수업은 학생의 시간에 따라 시간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심화반 : 국어 내신, 모의고사 1등급 학생 / 산학원 모의고사 1등급 학생



수능국어 정규반 커리큘럼  
구 분

고전 운문문학 수필/극문학 화법과 작문 과제
교 재

1주차 시대별 고전운문 -향가
주제 : 고전수필의 주제와 
구성

화법의 개념과 실전문제 
적용

어휘, 모의고사, 
주차 과제
교재 예습, 복습

2주차 시대별 고전운문 -고려가요 주제 : 한국 고전극의 특징
작문의 개념과 실전문제 
적용

3주차 시대별 고전운문 -시조와 가사① 주제 : 현대 초현실주의 연극 오답률 높은 기출문제

★ 고2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

01 실전 모의고사 1회 실시 + 모의고사 과제 부여
     학생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자료를 제공, 전국 등급과 학원 내 등급이 표기된 성적표 발송

02 Q/A 독서실 운영 (화~목, 오후 3시~10시까지)
     선생님이 상주하여 언제든 선생님에게 질문 가능(월요일은 휴무일로 자습만 가능) 입실과 퇴실 시 부모님께 확인 문자 발송

03 9월 모평 이후 B.O.D(나만의 문제집) 무료 제공 

04 정규생 중 내신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학교 - 내신 교재와 자료 배부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