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3과정 개강안내문

중1 수능국어 + 독서논술 정규반  중등 국어의 첫 시작, 중등 국어 전문가가 자부심을 갖고 책임집니다. 

송정표 팀장, 정고희 선생님, 김상지 선생님

중1 정규반 시간표

강좌명 요일 개강일 시간 수업 구성

대치 정규반

금 7/31 오후 6시 – 9시 20분

독서논술 + 문학 + 비문학

토 8/1

오전 10시 - 1시 20분

오후 2시 - 5시 20분

오후 6시 - 9시 20분

일 8/2

오전 10시 - 1시 20분

오후 2시 - 5시 20분

오후 6시 - 9시 20분

중1 3과정 커리큘럼

1. 독서논술 : 3과정에서는 인물 중심의 인문학 서적과 인공지능 관련 서적을 읽습니다. 동서양을 대표하는 위대한 사상가와 그들의 주요한 이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4차 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술 발전의 역사를 공부하고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미래에 인류가 고민해야 

할 화두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논리적 글쓰기와 첨삭 과정을 통해 글쓰기의 기본기를 튼튼하게 다집니다. 

2. 문학 : 현대 운문 이론과 현대 산문 이론에서 학습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 시와 현대 소설의 대표 작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감

상합니다. 작품을 읽은 후에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문학 과목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비문학 : 다양한 분야와 관점의 비문학 글을 능동적으로 읽는 자세를 확립합니다. 그리하여 배경지식을 확장하고 글에 대한 이해도를 높

여 나갑니다.

구 분

다양한 분야의 글 읽기

체계적 글쓰기 훈련

기본 이론 개념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기 문제에 적용하기
다양한 비문학 글 읽기

독서논술 문학 비문학

1주차
《내 손 안의 인문학, 꿈의 문》1강

- 동서양 철학의 기본 이해

[현대 시 심화 1] 유년의 기억 ① 아버지의 

사랑

- 김종길, <성탄제>

글의 구성 파악하기 1-대조

<새 주소에 담긴 원리>

2주차
《내 손 안의 인문학, 꿈의 문》2강

- 발상의 전환 1: 갈릴리오 갈릴레이

[현대 시 심화 2] 유년의 기억 ②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

- 기형도, <엄마 걱정>

글의 구성 파악하기 2-인과

<농업을 살릴 방책을 올립니다.>

3주차
《내 손 안의 인문학, 꿈의 문》3강

- 발상의 전환 2: 콜럼버스

[현대 시 심화 3]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좌

절

- 유치환, <깃발>

글의 구성 파악하기 3-개념과 사례

<서양 고전 음악, 다시 보기>

4주차
《왜 인공지능이 문제일까》 1강

- 4차 산업 혁명의 이해

[현대 소설 심화 1] 전쟁의 비극 ①

- 하근찬, <수난이대>

사실적 독해 연습-요약하기

<음식의 팔방미인 소금>

5주차
《왜 인공지능이 문제일까》 2강

- 자율 주행과 윤리

[현대 소설 심화 2] 전쟁의 비극 ②

- 윤흥길, <기억 속의 들꽃>

추론적 독해 연습-예측과 추론

<냉장고의 두 얼굴>

3과정 실전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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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대치 재원생 무료 특강  ※ 교재비 무료(프린트물 제공)

구분 수업 내용 날짜와 시간

필수 문법 특강 문장 성분 

A 8/10(월) 10시 ~ 1시

B 8/10(월) 2시 ~ 5시

C 8/11(화) 10시 ~1시

※ A, B, C 수업은 같은 내용이며,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1 정규반 부교재 (주제별 현대 산문)   
주제 소설 작가

2주 누이의 죽음을 통한 아이의 성장 과정 별 황순원

3주 수난의 현실과 그 극복 의지 수난이대 하근찬

4주
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과 

인간성 파괴 
기억 속의 들꽃 윤흥길

5주
한국적 운명관에 순응하며 사는 삶과 인간 

구원의 문제
역마 김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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