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한상� 국어� 원리와� 실전강한상� 국어� 원리와� 실전

편법을 추구하지 않고

진정한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깊이 있는 강의

실력과 점수를 향상시키는 체계적 시스템

수업� 일정

일요일� PM� 1:30~5:00 7/5� � 7/12� � 7/19� � 7/26 4회

일요일� PM� 6:30~10:00 7/5� � 7/12� � 7/19� � 7/26 4회

추천� 학생

감이� 아니라� 실력으로� 안정적인� 고득점을� 맞고� 싶은� 학생

국어� 공부� 방법과�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학생

수능� 국어� 시험에서�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이고,� 시간의� 여유를� 갖고� 싶은� 학생

독해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학생

강한상� 7월� 강의� 안내



                     

특징� &� 강점

1)� 어려운� 수능을� 대비하는� 근원적� 방법� � '독해력과� 사고력의� 배양’을� 통해,� 운이� 아니라� 실력향상

을� 통해서� 안정적� 국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2)� 어떻게� 독해력과� 사고력을� 배양하는지� 근원적� 방법을� 강의하고,� 학생이� 성장할� 수� 있게� 이끕니

다.

능동적� 반응을� 하면서�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도를� 사고하는� 원리를� 강의하고� 매일의� 학습을� 통해�

체화하게� 합니다.� 글을� 정확히� 읽고� 사고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방법을� 강의해서,� 학생� 스

스로� 글을� 읽고� 사고하는� 것을� 즐기는� 경지까지� 이끕니다.�

3)� 수업� 시간에는� 세미모의고사를� 먼저� 보고,� 수능에� 나오는� 지문을� 어떤� 원리에� 따라� 독해하고� 사

고하는지를� 강의합니다.

4)� 기출을� 중심으로� 한� 과제� � 선생님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글과� 문제를� 정확하게� 사고하고� 분석

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독해와� 사고� 과정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고,� 약점을� 찾고� 극

복하게� 됩니다.� 또한� 유사한� 원리로� 쓰인� 여러� 지문을� 과제로� 제공하여� 자기� 학습의� 효율을� 높입니

다.

5)� 선생님이� 글을� 읽고� 사고하는�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매주� 제공합니다.� 학생이� 선

생님의� 해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독해와� 사고의� 과정을� 교정하게� 합니다.

6)� 매일� 자신이� 숙제하고� 분석한� 내용을� 선생님에게� 보내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보낸� 우

수� 학생들의� 사례를� 보며� 자신의� 공부� 방향을� 성찰하고� 수정합니다.

7)� 매달� 전� 영역의� 원리를� 강의하고� 매일� 각� 영역을� 연습하는� 방식이므로� 언제든� 수강을� 시작해도�

됩니다.

8)� 수능특강,� 수능완성� 지문� 중� 중요� 지문에� 대한� 분석과� 해설을� 제공합니다.

※� 저녁반은� 6월에� 신설된� 강의입니다.� 오후� 강의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신규� 참여자가� 많은� 관계

로� 지문� 독해� 원리와� 문제� 풀이�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음� 커리큘럼

8~9월
• 강한상� 국어� _� 원리와� 실전
� �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편

9~11월
• 강한상� 국어� _� 원리와� 실전
� � 수능� 대비� FINAL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