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2과정 개강안내문

초6 독서논술·국어 정규반  명문대 입학을 위한 첫걸음!

 박정준 선생님, 한승희 선생님, 이한빛 선생님, 김혜진 선생님, 구자준 선생님

초6 정규수업 시간표  ※ 5월 13일(수) ~ 7월 5일(일) 8주

강좌명 요일 개강일 시간 수업 특징

대치 정규반

수 5/13 오후 6시 30분 – 오후 9시 30분 

국어 + 독서논술

금 5/15 오후 6시 – 오후 9시

토 5/16 오후 2시 - 오후 5시 (마감임박)

토 5/16 오후 6시 – 오후 9시 

일 5/17 오후 2시 - 오후 5시

반포 정규반
수 5/13 오후 2시 45분 – 오후 5시 45분

국어 + 독서논술
금 5/15 오후 3시 20분 – 오후 6시 20분

초6 2과정 세부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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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독서논술 국 어

5월 3주
아지즈 네신(Aziz Nesin) <개가 남긴 한마디>: 진실이란 

무엇인가
시

현대시 개념 잡기1 :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5월 4주
권정생<쌀도둑>, 파우제방<왜 할아버지는 탐정극을 못 

보았나>  : 신뢰란 무엇인가
현대시 개념 잡기2 : 포근한 봄/새로운 길

5월 5주 전성태 <소를 줍다>: 소망과 좌절이란 무엇인가
문법

우리말 다지기

6월 1주 하근찬 <흰 종이수염> : 상처란 무엇인가  언어의 본질과 기능

6월 2주 양귀자 <원미동 시인>: 기회주의란 무엇인가
비문학

설명문 예측하며 읽기1 : 관계는 첫인상부터 시작된다

6월 3주 유순희 <우주 호텔>: 희망이란 무엇인가 설명문 예측하며 읽기2 : 우리 몸은 단맛을 사랑해

6월 4주
조준혁 <서로 다른 선택>, 형효순 <세 평 땅 쟁탈전>, 

정진권 <작은 운동장의 가르침>: 이기심이란 무엇인가 문학

경험과 글쓰기 : 괜찮아/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7월 1주 권정생 <몽실언니>: 상처란 무엇인가 이야기 인물의 생각 파악하기 : 마지막 숨바꼭질

초6 수업 구성  

수업 내용 과제 

독서논술

작품 해설 및 주제 파악 - 0단계 : 읽기 & 옮겨 적기

- 1단계 : 기본 알기

- 2단계 : 깊게 알기

- 3단계 : 생각 펼치기
원고지에 답안 작성

국    어
커리큘럼에 따른 영역별 학습 

매주 필수 어휘 교재로 어휘 테스트 준비
해당 차시 수업 형성평가 및 어휘 테스트 

학생 관리
- 매주 국어 및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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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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