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6 수능국어 정규반  예비 중1을 위한 기초 다지기

서한샘 선생님, 박정준 선생님

초6 시간표

강좌명 요일 시간 수업 특징

대치 정규반
수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국어 + 독서논술
금 오후 6시 - 9시

반포 정규반

수 오후 2시 45분 – 5시 45분

국어 + 독서논술목 오후 3시 30분 – 6시 30분

금 오후 3시 30분 – 6시 30분

1. 국어 : 현대시, 문법, 논설문, 소설 영역별 개념 및 독해 방법 터득 / 기본 문법 및 어휘, 한자어 정복하기

2. 독서논술 : 교과서 및 外 소설 논술로 뼈대 세우기 / 공감과 이해의 수준 높은 독서 능력과 글쓰기 능력 함양

3. 독서 노트 1:1 확인 : 매달 필독서를 읽고 독서 노트를 써서 월말에 제출 후, 1:1 대면 첨삭 – 한 달에 1~2권 제대로 읽기  

초6 수업 구성  
수업 내용 과제 

독서논술
작품 해설 및 주제 파악 - 0단계 : 읽기 & 옮겨 적기  - 1단계 : 기본 알기

- 2단계 : 깊게 알기         - 3단계 : 생각 펼치기원고지에 답안 작성

국    어
커리큘럼에 따른 영역별 학습 

- 매주 급수한자 5급 학습
해당 차시 수업 형성평가 및 어휘 테스트 

학생 관리
- 매주 국어 및 한자 테스트 

- 학생 상담 : 특별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평가 결과
- 과정 마지막 주차에 성적표 발송

- 전 주 작성한 논술 답안은 첨삭 및 채점 후 배부

초6 세부 커리큘럼

구분
논술의 기초 국어의 개념 정리

독서논술 국    어

9월 1주
이금이 <햄, 뭐라나 하는 쥐>, 장영희 <엄마의 눈물>,

복효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 : 세대갈등을 생각하다
현대시 개념 잡기 ① - 운율, 수사법, 이미지

9월 2주 성석제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 진로를 생각하다 현대시 개념 잡기 ② - 비유와 상징, 시 이론 정리

9월 3주 오승희 <할머니를 따라간 메주> : 전통을 생각하다 문법 기초 잡기 ① - 9품사 개념 잡기

9월 4주 황석영 <아우를 위하여> : 저항을 생각하다 문법 기초 잡기 ② - 9품사 개념 잡기

9월 5주 박완서 <시인의 꿈>, 김소연 <명혜> : 꿈을 생각하다 논설문 개념 잡기 ① - 예측하며 읽기

10월 1주 추석휴강

10월 2주 최일남 <노새 두 마리> : 이촌향도를 생각하다 논설문 개념 잡기 ② - 논설문의 구조 파악

10월 3주 공선옥 <일가>(一家) : 가족을 생각하다 수필 개념 잡기 - 글의 구조 파악하기

10월 4주
이청준 <선생님의 밥그릇>, 채만식 <이상한 선생님>

: 스승을 생각하다
소설 개념 잡기 - 고대소설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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