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5과정 개강안내문

고1 수능국어·내신 정규반

내신과 수능을 대비하는 완벽한 방법 전용준 팀장, 허성민 선생님, 김나연 선생님

■ 5과정 고1 수업은 시험 일정에 따라 모든 학교 내신대비반 진행

■ 내신반 수업 구성

교과서 진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철저히 복습합니다. 

매주 단원별 실전문제 풀이를 병행하여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참고하시는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심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진도 총정리

교과서 단원별 진도를 빠르게 정리합니다.

특히 학습활동 중심의 서술형 문제를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합니다.

진도 총 정리에 앞서 자체 제작 문제집을 배포하여 풀이를 확인합니다.  

직전 보강

작품별, 단원별 핵심 내용을 총정리합니다.

직전 보강 또한 학교별로 진행하며, 학교별 경향을 반영한 문제를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어봅니다.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할애하여, 최상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시험 일정에 따라 내신반은 7회 수업과 6회 수업으로 진행

7회 수업

학교
11/5(목)~8(일) 개강

개포고, 경기고, 경기여고, 단대부고, 서초고, 선화예고, 세종고, 숙명여고, 양재고, 언남고, 영동일고, 은

광여고, 잠신고, 중대부고, 중산고, 진선여고, 풍문고, 한대부고, 현대고

6회 수업

학교
11/5(목)~8(일) 개강 상문고, 영동고, 정신여고, 중동고, 휘문고

■ 12/23(수)까지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대비 진행

■ 시험 직후, 12/25(금)~12/27(일)부터 2021학년도 고2 0과정(1~2월) 수업이 바로 진행됩니다.

■ 학교별 내신반

개포고 일 10시 11/8(일) 7회 경기고 토 6시 11/7(토) 7회

경기여고 일 2시 11/8(일) 7회 단대부고 일 6시 11/8(일) 7회

상문고 토 2시 11/7(토) 6회 서초고 목 6시 11/5(목) 7회

선화예고(미술) 토 10시 11/7(토) 7회 세종고 목 6시 11/5(목) 7회

숙명여고 토 2시 11/7(토) 7회 앙재고 일 6시 11/8(일) 7회

언남고 목 6시 11/5(목) 7회 영동고 토 6시 11/7(토) 6회

영동일고 토 2시 11/7(토) 7회 은광여고 토 10시 11/7(토) 7회

잠신고 금 6시 11/6(금) 7회 정신여고 일 10시 11/8(일) 6회

중대부고 금 6시 11/6(금) 7회 중동고 토 6시 11/7(토) 6회

중산고 일 10시 11/8(일) 7회 진선여고 일 6시 11/8(일) 7회

풍문고 금 6시 11/6(금) 7회 한대부고 일 2시 11/8(일) 7회

현대고 토 10시 11/7(토) 7회 휘문고 일 2시 11/8(일) 6회

※ 학교별 특이사항에 따라 시간표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전 최종 시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