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 수능국어 정규반

튼튼한 기초를 쌓아 명문대 합격의 자신감을 기른다.
서한샘 선생님, 박정준 선생님

초6 시간표
강좌명
대치 정규반

반포 정규반

요일

시간

수업 특징

수
금
토
수
목
금

오후 6시 30분
오후 6시
오후 2시(마감임박)
오후 2시 45분(마감임박)
오후 4시
오후 3시 20분

국어 + 독서논술

국어 + 독서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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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독서경험 1:1 확인(학생들은 매달 필독서를 읽고 자신만의 독서노트를 써서 월말에 제출하고 대면첨삭합니다.
– 한 달에 1권~2권 독서)

초6 수업 구성
수업 내용
독서논술

수능국어
학생 관리
평가 결과

과제

작품 해설 및 주제 파악

- 0단계 : 읽기 & 옮겨 적기 - 1단계 : 기본 알기

원고지에 답안 작성

- 2단계 : 깊게 알기

커리큘럼에 따른 영역별 학습

- 3단계 : 생각 펼치기

- 매주 급수한자 5급 학습

해당 차시 수업 형성평가 및 어휘 테스트
- 매주 국어 및 한자 테스트

- 학생 상담 : 특별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생 및 학부모 상담
- 과정 마지막 주차에 성적표 발송
- 전 주 작성한 논술 답안은 첨삭 및 채점 후 배부

초6 세부 커리큘럼
구분
5월 1주
5월 2주

논술의 기초

국어의 기본개념 정복

독서논술

수능국어

아지즈 네신(Aziz Nesin) <개가 남긴 한마디>: 진실이란 무엇인가

현대시 / 시는 노래다

권정생<쌀도둑>, 파우제방<왜 할아버지는 탐정극을 못 보았나>
: 신뢰란 무엇인가

현대시 / 시의 운율

5월 3주

전성태 <소를 줍다>: 소망과 좌절이란 무엇인가

문법 / 올바른 어법

5월 4주

하근찬 <흰 종이수염> : 상처란 무엇인가

문법 / 언어의 본질과 기능

6월 1주

양귀자 <원미동 시인>: 기회주의란 무엇인가

논설문 / 주장하는 말하기

6월 2주

유순희 <우주 호텔>: 희망이란 무엇인가

논설문 / 토론

6월 3주
6월 4주

조준혁 <서로 다른 선택>, 형효순 <세 평 땅 쟁탈전>,
정진권 <작은 운동장의 가르침>: 이기심이란 무엇인가
권정생 <몽실언니>: 상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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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 마지막 숨바꼭질
설화 / 저승에 있는 곳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