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2 수능국어·내신  
윤현지 팀장, 김영준, 문지원 강사, 이세람 고3 팀장

내신 학교별 전담제 + 수능 영역별 전담 집중 강의로 

내신과 수능 사이의 균형을 잡아라

투 트랙 커리큘럼으로 달리는 고2 마지막, 고3 첫걸음

■ 수업 일정
1. 내신 기간의 고2 수업은 <정규반>과 <예비고3 수능집중반>의 Two Track으로 진행됩니다. 

   ① <정규반>은 학교별로 내신 5~7강 + 정규 1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신 수업과 정규 수업을 교차해 진행합니다.

   ② <예비고3 수능집중반>은 내신 수업 없이 계속 수능 수업을 수강하게 되며, 기말고사 직전 약 2주간 휴강합니다. (휴강 기간은 학

교의 시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표는 대략적인 수업의 구성을 보여주는 표일 뿐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별 수업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주차 날짜 내신 + 정규반 예비고3 수능집중반

5과정

1주차 11/5(금) ~ 11/7(일)

2학기 기말고사

학교별 내신 대비

(5~7주)

수능집중 1강

수능집중 2강2주차 11/12(금) ~ 11/14(일)

수능집중 3강3주차 11/19(금) ~ 11/21일)

수능집중 4강4주차 11/26(금) ~ 11/28(일)

휴강

5주차 12/03(금) ~ 12/05(일)

6주차 12/10(금) ~ 12/12(일)

7주차 12/17(금) ~ 12/19(일) 개편된 수능 시험의 출제 원리 이해

■ 수능 정규 시간표

강좌명 시간 수업 내용 담당강사

개편된

수능 시험

출제 원리

이해

12/18(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30분

개편된 수능 시험의

영역별 출제 원리 이해

+ 

관련 문항 과제집 제공

김영준 원장

이세람 고3 팀장

윤현지 고2 팀장

김영준 고2 전임강사

문지원 고2 전임강사

오후 2시 - 오후 5시 30분

오후 6시 - 오후 9시 30분

12/19(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 오후 5시 30분

오후 6시 - 오후 9시 30분



 2021 5과정 개강안내문

■ 학교별 내신대비 시간표 10/31(일)~11/14(일) 개강

학교 개강일 시간 내신 졍규 학교 개강일 시간 내신 정규

개포고 11/14(일) 일 10시 6회 - 언남고 11/6(토) 토 10시 6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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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여고 11/7(일) 일 2시 7회 - 중대부고 11/12(금) 금 6시 6회 -

단대부고

11/5(금) 금 6시 6회 1회 중산고 11/7(일) 일 10시 6회 1회

11/7(일) 일 6시 6회 1회 진선여고 11/7(일) 일 6시 7회 -

서초고 11/7(일) 일 6시 6회 1회 풍문고 11/5(금) 금 6시 6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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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고 11/21(일) 일 6시 5회 - 현대고 11/6(토) 토 10시 6회 1회

※ 개포고, 경기여고, 중대부고, 진선여고 : 시험 종료 후 정규수업 추가 수강 가능합니다. (유료수강)

※ 세종고2 4과정 정규수강, 5과정 기말 내신 수강생은 4과정 마지막 주차(10/29~31)수업은 정규+기말내신수업, 총2번 출석해야 합니다.

※ 정확한 학사 일정이 발표되기 전이라 학교 시험 일정에 따라 내신 대비 수업의 횟수가 변경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 위 시간표에 없는 학교 중 일정 인원이 모집되는 학교는 내신반이 열릴 수 있습니다.

■ 내신 수업 진행  학교별 전담 강사제 도입

1. 학교 특성을 고려한 수업 진행

2. 학교별 시험 유형을 고려한 테스트 진행

3. 학교 부교재, 수행평가 등 빠짐없이 정리 

4. 개인별 수준에 맞춘 보강 진행 

5. 시험 직전에는 직전 보강으로 마무리 

6. 고품질의 문제, 정리 자료와 꼼꼼한 과제 검사 



■ 예비고3 수능집중반 시간표

‘준비된 자만이 정상에 오른다’

좀 더 일찍 고3의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한

고3 정규 커리큘럼의 시작

개강일 요일 시간 담당 강사

11/6 토

오전 9시 30분 - 12시 30분 이세람 고3 팀장  + 김영준 고2 전임강사

오후 2시 - 5시

이세람 고3 팀장

11/7 일 오후 2시 - 5시

1. 평가원 기출 지문과 EBS 연계 지문을 통한 수능 출제 원리 학습

2. 선택 과목 결정을 위한 언매/화작 문제 제공

3. 개인별 취약 유형 맞춤 문제집 B.O.D. 3회 제공

■ 예비고3 수능집중반 커리큘럼

주차 수업 내용 맞춤과제

1주차

(11/6 ~ 11/7)
인문(철학) 기출 지문 독해 + 고전시가 기출 작품 분석

Weekly 과제집

+

개인별 취약 유형 

맞춤 문제집 B.O.D. 제공

2주차

(11/13 ~ 11/14)
사회(경제) 기출 지문 독해 + 현대시 기출 작품 분석

3주차

(11/20 ~ 11/21)
사회(법률) 기출 지문 독해 + 고전산문 기출 작품 분석

4주차

(11/27 ~ 11/28)
과학·기술 기출 지문 독해 + 현대소설 기출 작품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