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과정 개강안내문

예비고1(現 중3) 수능국어 정규반

이제 곧 고등학생, 한 발 빠르게 ! 한 층 단단하게 !
김다은 중등부 팀장, 이창화 선생님, 박예슬 선생님

예비고1 정규 과정 시간표 (3시간 30분)
※ 정규 과정 수업 구성 : 테스트 포함 3시간 30분.
강좌명

요일

개강일

금

7/31

시간

수업 구성

오후 6시 – 9시 30분
오전 10시 – 1시 30분

토

8/1

대치
정규반

오후 2시 – 5시 30분
오후 6시 – 9시 30분

운문문학 + 산문문학 + 비문학

오전 10시 – 1시 30분
일

8/2

오후 2시 – 5시 30분
오후 6시 – 9시 30분

예비고1 정규 과정 커리큘럼
1. 운문문학 : 고1 교과서에 수록된 필수 현대시인의 대표작을 통해 시인의 작품 경향을 공부하고 낯선 시에 대한 감상 원리를 익힙니다.
2. 산문문학 : 고1 교과서에 수록된 필수 현대 소설 작품을 읽고 소설의 갈등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안목을 기릅니다.
3. 비문학 : 지문을 독해 원리에 따라 독해하고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해보면서, 수능국어에서 중요해진 비문학 영역을 대비하기 위한 논리적 사고를
훈련합니다.
운문문학

산문문학

비문학

고등국어 필수 현대시인 및 고전시가

고등국어 필수 현대소설

영역별 독해 훈련 + 대표 유형 문제

8월 1주

[현대시] 고등국어 필수 현대시인 - 서정주

[현대소설] 고등국어 필수작품 - <눈길>

8월 2주

[현대시] 고등국어 필수 현대시인 - 박재삼

[현대소설] 고등국어 필수작품 - <태평천하>

8월 3주

[현대시] 고등국어 필수 현대시인 - 신동엽

[현대소설] 고등국어 필수작품 - <광장>

8월 4주

[현대시] 고등국어 필수 현대시인 - 황동규

[현대소설] 고등국어 필수작품 - <만무방>

8월 5주

[현대시] 고등국어 필수 현대시인 - 나희덕

구분

[제재별 독해] 인문
[대표 유형] 다른 이론과 비교/대조하기
[제재별 독해] 경제
[대표 유형] 도식(그래프) 이해하기
[제재별 독해] 법
[대표 유형] 개념과 사례 연결하기 ❶
[제재별 독해] 과학
[대표 유형] 도식(현상의 원리) 이해하기

[현대소설] 고등국어 필수작품

[제재별 독해] 예술

-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대표 유형] 개념과 사례 연결하기 ❷

1

2020 3과정 개강안내문

중3 대치 재원생 방학 무료특강

※ 교재비는 실비 제공됩니다. (교재비 1만원)

● 잘못 잡힌 문법 개념은 고1 내신에서 반드시 발목을 잡습니다.
● 고1 내신 문법의 핵심인 높임 표현/피동 사동 표현은 처음 배울 때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구분

수업내용

날짜(같은 주 수업은 동일하므로 택1)

[문법] 고1 문법 선행 학습

❶ 높임 표현

미리 보는 고등 문법 (1회 수업)

❷ 피동·사동 표현

8/10(월)

8/11(화)

8/12(수)

오전10시 ~ 오후1시

오후2시 ~ 오후5시

오전10시 ~ 오후1시

● 강의 시간 : 3시간 (1회)
● 강의 형태 : 현장 강의 / 온라인 강의로 모두 제공됨. (온라인 강의 업로드는 추후 공지)
● 담당 강사 : 김다은 중등부 팀장, 이창화 선생님, 박예슬 선생님
● 신청 방법 : ❶ 3과정 등록시 수강 신청 혹은 ❷ 1주차 수업에 받은 신청서로 2주차까지 수강 신청한 후 교재비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특강 교재 : 특강 수업 출석체크 시 학생이 직접 받게 됩니다.

여름방학 이후 예비고1 커리큘럼

4과정

5과정

운문문학

산문문학

비문학

학교별 내신 대비 수업

반드시 출제되는

고등국어 필수

자주 출제되는

2학기 중간고사 대비 학교

현대시 유형 분석

현대소설 작품 분석

서술 방식의 유형

학교별 내신 대비 수업

문법

문학

비문학

중등 문법 심화

고등국어 필수

사실/추론적 독해 연습

고등 문법 선행

현대시인의 대표작 분석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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