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5과정 개강안내문

초6 국어·독서논술 명문대 입학을 위한 첫걸음

박정준 팀장, 이한빛, 김혜진, 정소라, 김민영, 
정해나, 배새롬, 최다인, 한승희, 조시정 강사

■ 정규수업 시간표 11/3(수) ~ 12/19(일) 7주

요일 개강일 시간 수업 구성

대치

수 11/3 오후 6시 – 오후 9시 

국어 + 독서논술토 11/6 오전 10시 - 오후 1시 오후 2시 - 오후 5시 오후 6시 - 오후 9시 

일 11/7 오전 10시 – 오후 1시 오후 2시 - 오후 5시 오후 6시 - 오후 9시 

반포

수 11/3 오후 2시 30분 – 오후 5시 30분

국어 + 독서논술토 11/6 오전 10시 - 오후 1시 (신규)

일 11/7 오후 2시 - 오후 5시 

■ 커리큘럼
1. 국어 : 현대시, 문법, 논설문, 고전소설 영역별 개념 및 독해 방법 터득 / 기본 문법 및 어휘, 한자어 정복하기

2. 독서논술 : 수준 높은 독서 능력과 글쓰기 능력 함양

3. 독서 노트 1:1 확인 : 매달 필독서를 읽고 독서 노트를 써서 월말에 제출, 지면 첨삭 – 한 달에 단행본 1~2권 제대로 읽기

구분 독서논술 국어

1주 17년간 교사로 일했던 문맹 교사 : 문맹
시

현대시의 이론과 실제

2주 톨스토이 <무도회가 끝난 후> : 진실 수사법의 이론과 실제

3주 정호승과 김용택, 성석제의 이야기들 : 가치

문법

단어와 형태소1

4주 오영수 <후조> : 인간관계 단어와 형태소2

5주 황순원 <학>, 이현주 <육촌형> : 갈등 단어의 형성

6주 백신애와 유은실의 단편소설, 박지성의 수필 : 추억 비문학 설명문 개념 잡기

7주 윤홍길 <기억 속의 들꽃> : 인간성 소설 현대소설 감상과 이해

■ 수업 구성

수업 내용 과제 

독서논술
작품 해설 및 주제 파악 ∙ 0단계 : 읽기 & 옮겨 적기  ∙ 1단계 : 기본 알기

∙ 2단계 : 깊게 알기         ∙ 3단계 : 생각 펼치기원고지에 답안 작성

수능국어
커리큘럼에 따른 영역별 학습 + 기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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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성적 상위 10%에게 우수상장 수여 

∙ 전 주 작성한 논술 답안은 첨삭 및 채점 후 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