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5과정 개강안내문

고1 수능국어·내신       
전용준 팀장, 김나연, 허성민 강사

1학년 마지막 내신의 확실한 마무리!

국어 내신 최종 1등급으로 2학년을 맞이한다.

마지막 정규 수업은 철저한 2022수능 분석으로 수능 원리 이해하기

■ 수업 일정

주차 영역 내용 과제

10월말

- 12월
7회

학교별 

내신 대비
진도학습 + 총정리 + 직전보강 매주 과제집

12월 1회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현대문학 현대시, 현대소설 수능 기출 풀이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년 기출문제

(2019~2021년)

고전문학 고전시가, 고전소설 수능 기출 풀이

비문학 비문학 : 인문/사회/과학/기술 

문법 문법 : 음운/형태/통사/어문규범

■ 수능 정규 시간표  기말고사 종료된 학교 대상

강좌명 요일 시간 수업 특징

2022 수능

맛보기

12/18(토)

오전 10시 - 1시 30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풀이

오후 2시 - 5시 30분

오후 6시 - 9시 30분

12/19(일)

오전 10시 - 1시 30분

오후 2시 - 5시 30분

오후 6시 - 9시 30분

※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수능 수업을 수강할 수 없을 경우 동영상 강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학교별 내신대비 시간표

학교 개강일 시간 내신 졍규 학교 개강일 시간 내신 정규

개포고 11/7(일) 일 2시 7회 - 은광여고 11/6(토) 토 2시 7회 -

경기고 10/31(일) 일 10시 7회 1회 정신여고 11/6(토) 토 2시 7회 1회

경기여고 11/7(일) 일 6시 7회 - 중대부고 11/6(토) 토 2시 7회 -

단대부고 10/30(토) 토 6시 7회 1회 중산고 11/6(토) 토 10시 7회 1회

서초고 10/30(토) 토 2시 7회 1회

진선여고

11/6(토) 토 10시 7회 -

세종고 10/30(토) 토 2시 6회 1회 11/7(일) 일 10시 7회 -

양재고

11/5(금) 금 6시 7회 -

풍문고

10/30(토) 토 10시 7회 1회

11/6(토) 토 6시 7회 - 10/30(토) 토 6시 7회 1회

언남고 11/7(일) 일 2시 6회 1회 한대부고 10/31(일) 일 6시 7회 1회

영동고 10/31(일) 일 10시 7회 1회 휘문고 10/30(토) 토 6시 7회 1회

※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내신 개강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개강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해주세요. 

※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는 직전보강을 포함하여‘7회 수업’을 진행합니다.

※‘세종고, 언남고’는 시험 일정이 빠르기 때문에 직전보강을 포함하여 6회 수업을 진행합니다.

※ 12/17(금)까지 기말고사가 종료되는 학교는‘12/18(토)~12/19(일)’에 진행하는 고1 마지막 정규 수업을 수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