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한상� 국어� 원리와� 실전강한상� 국어� 원리와� 실전

Final� 모의고사Final� 모의고사
편법을 추구하지 않고

진정한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깊이 있는 강의

실력과 점수를 향상시키는 체계적 시스템
(총� 16회� 중� 4~7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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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강의� 안내

수업� 일정

금요일� PM� 6:30~10:00 9/4� � 9/11� � 9/18� � 9/25� � 4회

일요일� PM� 1:30~5:00 9/6� � 9/13� � 9/20� � 9/27 4회

일요일� PM� 6:30~10:00 9/6� � 9/13� � 9/20� � 9/27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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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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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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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원리로� 쓰인� 여러� 지문을� 과제로� 제공하여� 자기� 학습의� 효율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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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수능을� 대비하여� 실전� 모의고사를� 실제� 분위기에서� 실시하고� 전략과� 대책을� 강의합니다.

� � � 한국� 최고의� 모의� 고사인� 바탕�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9)� 실전� 모의� 고사� 시행� 후� 다음� 수업까지� 스스로를� 피드백하고� 자기� 점검할� 수� 있게� 합니다.

� � � (수능� 평가원� 기출� 지문과� 실전� 모의� 고사� 지문을� 절반씩� 병행하여� 분석하고� 학습하게� 합니다.)

＃� 모의고사� 병행� 일정� ＃

9/4(금),� 9/6(일)� :� 바탕� 모의고사� 현장강의용� 1회

9/11(금),� 9/13(일)� :� 바탕� 모의고사� 현장강의용� 2회

9/18(금),� 9/20(일)� :� 바탕� 모의고사� 온라인용� 9회

9/25(금),� 9/27(일)� :� 바탕� 모의고사� 온라인용� 4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