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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학교별 7주 완성반 <정규·내신>
이창화 팀장, 신화순, 김형윤 강사

대치동 최다(最多) 수강생이 증명하는 

완벽한 내신 대비

중2 마지막 시험,

중등부 최고(最高)의 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 내신대비 시간표 재원생 등록기간 내 반드시 등록하셔야 수강 가능합니다.

※ 학교별 특성 완벽 분석! 특이 진도 보강 및 자체 제작 자료, 꼼꼼한 과제 관리로 물샐틈없이 내신을 대비합니다.

시

간

목 금 토 일

이창화 신화순 김형윤 이창화 신화순 김다은 김형윤 이창화 신화순 김형윤 이창화 신화순 김형윤

10

~

1시

역삼중
천재(박)

대왕중
미래엔

숙명
여중

천재(노)

진선
여중 

비상(김)

개원중
미래엔

언주중
천재(노)

2

~

5시

진선
여중 

비상(김)

대명중
천재(박)

구룡중
천재(노)

역삼중
천재(박)

서운중
천재(박)

도곡중
천재(노)

6

~

9시

봉은중
천재(박)

(7시~10시)

선화
예중

천재(박)

휘문중
동아

대청중
천재(박)

대치중
천재(박)

중동중
천재(노)

(7시~10시)

예원중
지학(이)

단대
부중

천재(박)

서일중
천재(박)

휘문중
동아

대청중 
천재(박)

(5시30분~

8시)

잠실중
천재(박)

(5시30분~

8시)

잠신중
지학(이)

(8시~10시)

신천중
천재(박)

(8시~10시)

정신여중
지학(이)

※ 위 시간표는 학교의 시험 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학교 일정에 따라 내신 대비 일정이 상이합니다. <내신 대비 학교 일정>을 참고해주십시오.



■ 내신 대비 학교 일정 (학교별 총 7주 수업)

그룹 학교명
수업일정

7회 구성
내신 정규 비고

A

개원중, 구룡중, 대치중, 

도곡중, 봉은중, 서운중, 

서일중, 숙명여중, 언주중, 

역삼중, 예원중, 잠실중, 

중동중, 휘문중

11/4(목) ~ 12/5(일) 12/10(금) ~ 12/19(일) 내신 5회 수업 내신 5회 + 정규 2회

B

단대부중, 대명중, 대왕중, 

신천중, 잠신중, 정신여중, 

진선여중

11/5(금) ~ 12/12(일) 12/17(금) ~ 12/19(일) 내신 6회 수업 내신 6회 + 정규 1회

그룹 학교명
수업일정

7회 구성
정규 내신 비고

C 대청중, 선화예중 11/4(목) ~ 11/14(일) 11/18(목) ~ 12/19(일) 내신 5회 수업 정규 2회 + 내신 5회

※ 학교별 시험일정에따라 내신 횟수에 직전보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봉은중, 휘문중 목요일반 수강생 내신 종료 후, 정규수업 2회 주말 수업 수강

※ A, B 그룹 학교 내신 대비 종료 후, 정규 수업 시간은 내신 대비 시간표와 동일

■ 내신 미대비 학교 정규 수업 

11월 12월

내신
정규 2회 수업

수업일정 현장 강의 인터넷 강의

휴강 12/10 (금) ~ 12/19 (일) 금 6시
토, 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및 녹화 수업

정규 2회 (12/10 ~ 12/19) 수업 좌석 확보 시, 등록 가능 <추후 문자 공지 예정>

구분
문법 문학 비문학

필수 문법 개념 필수 현대소설 & 고전소설 영역별 지문 접근

⑥ 12/10~12/12
수능 때까지 써먹는 필수 문법 개념

<품사>

중3 시험에 나오는 필수 현대 소설

하근찬 <수난 이대>

끝내주는 비문학 접근법 

<과학 영역> 지구 자기장

⑦ 12/17~12/19
수능 때까지 써먹는 필수 문법 개념

<단어와 형태소>

중3 시험에 나오는 필수 고전 소설

작자미상 <박씨전>

끝내주는 비문학 접근법

<기술 영역> 손난로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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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룹 : (내신 5회 + 정규 2회)

<개원중, 구룡중, 대치중, 도곡중, 봉은중, 서운중, 서일중, 숙명여중, 언주중, 역삼중, 예원중, 잠실중, 중동중, 

휘문중>

학교 시간 강사

A 그룹

개원중 일 10시 신화순

구룡중 토 2시 김형윤

대치중 금 6시 신화순

도곡중 일 2시 김형윤

봉은중 목 6시 이창화

서운중 일 2시 신화순

서일중 토 6시 신화순

숙명여중 토 10시 김형윤

언주중 일 10시 김형윤

역삼중 토 10시 또는 일 2시 이창화

예원중 금 7시 김형윤

잠실중 일 5시 30분 신화순

중동중 금 6시 김다은

휘문중 목 6시 또는 토 6시 김형윤

구 분
문법 문학 비문학

필수 문법 개념 필수 현대소설 & 고전소설 영역별 지문 접근

① 11/4~11/7

[2학기 기말고사] 학교별 내신 집중대비 및 직전보강

② 11/11~11/14

③ 11/18~11/21

④ 11/25~11/28

⑤ 12/2~12/5

⑥ 12/10~12/12
수능 때까지 써먹는 필수 문법 개념

<품사>

중3 시험에 나오는 필수 현대 소설

하근찬 <수난 이대>

끝내주는 비문학 접근법 

<과학 영역> 지구 자기장

⑦ 12/17~12/19
수능 때까지 써먹는 필수 문법 개념

<단어와 형태소>

중3 시험에 나오는 필수 고전 소설

작자미상 <박씨전>

끝내주는 비문학 접근법

<기술 영역> 손난로의 원리



[B] 그룹 : (내신 6회 + 정규 1회) - <단대부중, 대명중, 대왕중, 신천중, 잠신중, 정신여중, 진선여중>

학교 시간 강사

B 그룹

단대부중 토 6시 이창화

대명중 토 2시 신화순

대왕중 토 10시 신화순

잠신중 일 5시 30분 김형윤

신천중 일 8시 신화순

정신여중 일 8시 김형윤

진선여중 토 2시 또는 일 10시 이창화

구 분
문법 문학 비문학

필수 문법 개념 필수 현대소설 & 고전소설 영역별 지문 접근

① 11/4~11/7

[2학기 기말고사] 학교별 내신 집중대비 및 직전보강

② 11/11~11/14
③ 11/18~11/21
④ 11/25~11/28
⑤ 12/2~12/5
⑥ 12/10~12/12

⑦ 12/17~12/19
수능 때까지 써먹는 필수 문법 개념

<단어와 형태소>

중3 시험에 나오는 필수 고전 소설

작자미상 <박씨전>

끝내주는 비문학 접근법

<기술 영역> 손난로의 원리

[C] 그룹 : (정규 2회 + 내신 5회) - <대청중, 선화예중>

학교 시간 강사

C 그룹
대청중 금 6시 또는 일 6시 이창화

선화예중 목 7시 신화순

구 분
문법 문학 비문학

필수 문법 개념 필수 현대소설 & 고전소설 영역별 지문 접근

① 11/4~11/7
수능 때까지 써먹는 필수 문법 개념

<품사>

중3 시험에 나오는 필수 현대 소설

하근찬 <수난 이대>

끝내주는 비문학 접근법 

<과학 영역> 지구 자기장

② 11/11~11/14
수능 때까지 써먹는 필수 문법 개념

<단어와 형태소>

중3 시험에 나오는 필수 고전 소설

작자미상 <박씨전>

끝내주는 비문학 접근법

<기술 영역> 손난로의 원리

③ 11/18~11/21

[2학기 기말고사] 학교별 내신 집중대비 및 직전보강
④ 11/25~11/28
⑤ 12/2~12/5
⑥ 12/9~12/12
⑦ 12/16~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