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3 수능국어·내신 정규반  중학교 마지막 내신, 고등학교 첫 내신을 위한 승부수 !

김다은 중등부 팀장, 허성민 선생님

예비고1 정규반 시간표  
요일 시간

금 오후 6 ~ 9시

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오후 2 ~ 5시 오후 6 ~ 9시

일 오전 10시 ~ 오후 1시(마감임박) 오후 2 ~ 5시(마감임박) 오후 6 ~ 9시

※ 정규수업 : 11/10(금)에 시작하여 7회차 진행합니다.

※ 12/29(금)부터 2018년 0과정(1~2월) 수업이 시작됩니다.

예비고1 커리큘럼

비문학 + 고1 문법 문학

5과정

예비 고1

(11/10

~12/24)

1강 비문학 신유형별 집중 훈련 1 + 형태소 필수 현대 시인의 교과서 수록 작품 & 생소한 작품 1

2강 비문학 신유형별 집중 훈련 2 + 한글맞춤법 1 필수 현대 시인의 교과서 수록 작품 & 생소한 작품 2

3강 비문학 신유형별 집중 훈련 3 + 한글맞춤법 2 필수 현대 시인의 교과서 수록 작품 & 생소한 작품 3

4강 비문학 신유형별 집중 훈련 4 + 어휘 유형 필수 고전 시가, 반드시 읽어야 할 교과서 수록 작품

5강 비문학 신유형별 집중 훈련 5 + 음운 변동 반드시 읽어야 할, 교과서 수록 주제별 현대소설 1

6강 비문학 신유형별 집중 훈련 6 + 국어의 변천 반드시 읽어야 할, 교과서 수록 주제별 현대소설 2

7강 실전 수능 모의고사 실시 + 문제 풀이 수업

더욱 심화된 학습 관리  

1. 2018년 변화된 국어 교과서 완벽 대비

   - 문학 : 2018년부터 바뀌는 국어 교과서를 반영하여,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 소설 주요 수록 작품을 통해 아직 수능에 익숙하지 않은 

예비고1 학생들이 수능 문제 유형에 접근하는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 비문학 :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지만 입시 체계는 기존의 2009 교육과정을 따르기 때문에 기존의 수능유형을 문제별로 지문별

로 완벽하게 분석하여 비문학을 풀이하는 원리와 신유형을 분석하는 능력을 훈련합니다.

   - 문법 : 2018년부터 바뀌는 국어 교과서의 고1 과정을 미리 공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고등학교 때 배

울 내용을 선행하여 고등학교 첫 국어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2. 매주 N제 및 복습 정리 자료 제공

   - 매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스스로 복습할 수 있는 정리 자료를 제공합니다.

   - 배우고 복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가 테스트를 실시하고 수능 문제 풀이를 훈련할 수 있는 N제 과제집을 제공합니다.

3. 매주 어휘 테스트 및 복습 테스트

   - 어휘 워크북으로 자습한 필수 한자어/사자성어/관용어를 테스트합니다.

   - 지난 주 복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능 유형, 내신 유형의 문제를 통해 실력을 점검합니다.

4. 개인별 성적표 

   - 주차 테스트 결과를 누적 처리하여 학생의 성취 상황 및 객관적 위치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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