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오르비] 정규반 7/13~8/24 (1set = track1 + track2) 강의계획서
선생님

유현주 선생님

슬로건

완벽한 수능 국어의 끝! 실전에 쓸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실전국어

유현주 수능 국어 2020 수능 대비 시즌3 (Two Track)
【Track1 현강】

IRAC2 고난도 개념심화 [독서/문학/화작문]

(시험장에서의 행동영역 & 사고영역 교정)

+
강좌명

【Track2 현강】[시즌5]

이감 오프모의고사
현장응시반+ 해설강의!!
이감 오프모의고사 현장실시(80분) + 해설
(대치러셀 일 18:30~22:00)
(Track1 : 현강 +Track2 : 현강 = 1set)
주2회 총7시간
(수강료는 주1회!!)

대상학년

고3 및 N수생

수업시간 및
회차

Track1 : (정규반) 토요일 AM 9:00 ~ 12:30 (7/14 개강)
[신입생용 무료 강의+교재 제공]
+
Track2 : (이감 현장모의고사반) 일요일 PM 18:30 ~ 22:00 (7/28 개강)
[대치러셀]
(track1 정규반 등록 학생에 한해
track2 모의고사 해설반 수업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Track1 수업과 Track2 수업으로
[독서/문학/문법 심화개념 완벽 정리 + 화법/작문/문법 보충강의]
(고난도 분석의 기준 제시, 수업내용 체화 분석 해설서 제공, 개인별 성적분석자료 제공)
(자료 : 유현주국어 개념심화 교재 - 고난도 릿밋딧, 사관/경찰대, 평가원, 학평 기출,
학생 개인별 성적분석자료, 독서/문학/ 화작문 개별 과제 제공)

QT/RT

- 매주 정규과제 부여 & 동영상 강의 복습
- 신규생 압축 기본 개념 강의와 교재 무료 제공
(언제 합류하건 따라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개인별 맞춤 틀린 문항 분석자료
- EBS 분석 자료 및 강의 제공

꼼꼼하게 기본부터 심화까지 확실히 잡는 강의 + 완벽 학생 개인별 맞춤 관리
학습목표

+ 완벽한 컨텐츠 (유현주국어 컨텐츠 & 이감 컨텐츠 전 시즌 사용)
현강 이감 자료 모두 제공 (자료만 제공이 아닌, 그에 따른 수업 모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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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국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능 전 종강까지 Two - track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1)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방법만 가르칩니다.
수많은 현강을 듣고, 각종 인강과 교재들을 구매해서 들었는데도 아직도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엔
떨리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시험 시간에 어떻게 풀어내야할지 막막하다면 지금이라도 공부 방법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긴장된 시험장에서도 고정 1등급을 받으려면, 국어영역 전반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안정적 1등급은 각 갈래별로 완벽히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유현주T는 시험장에서 어떤 지문이 와도 학생이 실제로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체화하여
시험장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수업합니다.

■ 독서 - 안정적으로 독해하는 방법의 기준을 잡은 후, → 동일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강의특징
&
수강효과

기출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기준을 잡습니다. 최근 기출 독서의 유형들을 모두 정리하고, 긴 지문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본기를 다집니다. 기출 + 이감 모의고사&간쓸개 (EBS
변형문제)를 통해 이를 완벽히 보완하여 1등급 도약을 준비합니다.

■ 문학 - 어려운 문학에 대비하는 법! - 다시 기본으로, 문학 개념어 분석과 작품 분석을
철저하게! + EBS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방법
EBS 연계 작품을 제대로 정리하려면, 먼저 역시 기출 문제에서 사용되는 개념어들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작품별 특성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출 + EBS 연계교재 작
품 분석집 + 이감 모의고사&간쓸개를 통해 갈래별 출제되는 포인트와 문학 개념어를 체계적으로 잡습니
다. (수능 출제의 기준을 잡고, EBS 수능특강 작품들을 완벽하게 분석합니다.)

■ 화작문 : 화작문은 최근 더욱 어려워진 파트 - 문법은 항상 오답률 5위 안에 꼭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
5년간 오르비 atom 문법 1위 교재인 ‘문법의 끝’으로 기본기를 다지고, 심화 문법 개념들을 다집니다. 화
법, 작문의 경우도 EBS 지문과의 연계에 집중하여 기출 유형들을 완벽히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전에서 강한 개념 수업을 진행합니다. (5월엔 문법 개념 강의들은 모두 인강으로 제공하고, 문제풀이하며
고난도 문제들에 관한 설명을 병행합니다.)

2) 6평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실제 강의를 수강한 학생의 2020 6평 후기입니다. 그 외에 해설강의 후기도 첨부합니다.

재수생의 작년 수능국어 4등급-> 6평 1등급 후기 (유현주쌤 캐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3047903

일단 작년에 공부를 거의 안하다시피 했지만 6 9평때 2뜨고 최저맞췄다고 놀다가 1년더하는
반노베입니다 ㅋ
방황하다가 4월부터 유현주쌤 압축특강 들었는데
문법 문학 비문학 다 올랐습니다
화작문은 실수로 2개나 나가고.. 이건 할말없음
문법의끝 한번 돌리니 문법 4 5개씩 틀리던 작년보다 개념이 확실히 잡힘
문학은 매 수업마다 주시는 자료랑 간쓸개 다 푸니까 확실히 속도나 정확도가 느는듯 수특 외우는건
어차피 같은부분 나오는게 아니니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도 안했지만 25번 하나밖에 안 틀림 ㅜ
비문학은 진짜 현주쌤이 멱살잡고 성적올려주심
작년엔 걍 사방에 줄치면서 지문 문제 왔다갔다했지만
올해 들으면서 지문 내 정보의 위계질서가 있다는걸 깨달음
어떻게 풀지 모르는분들이 듣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오답률 투탑은 도저히 맞을수가.. ㅠㅠ
투트랙으로 하던 이감이 진짜 도움 많이되었습니다
작년수능 4컷이 60점대인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아쉽게 87 나왔네요
유현주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캐리해주셨음
이글을 보실진 모르겠지만 9평 수능땐 1등급을 넘어 만점 받겠습니다
+오늘 6평 해설강의도 설명 너무 잘들었습니다 아까 러셀 데스크에서 말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ㅜㅜ 영광이에요

3) 6평대비 Two-track 수업의 만족도 ⇧
그래서, 수능 전까지 Two-track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수능 국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입니다.
비단, 작년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17, 18, 19 수능 내내 어려웠다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6평 대비 수업을 준비하며, 주2회 7시간의 수업을 학생들이 잘 따라와줄지
무엇보다 걱정이었는데, 실제로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보여 수능 전까지 투트랙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 6월부터는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 [Track1] 수업을 정규반에서 진행하고, [Track2] 수업은 인강으로
제공합니다.
수업은 Track1 (현강) 과 Track2 (인강) 가 1SET입니다.

■ Track1 [현강] : 독서/문학/화작문 - 고난도 개념 심화 (릿밋딧, 사관&경찰대 기출)
+ 이감모의고사 주요문항 해설
- 정규 수업 시간에 독서/문학/화작문 전영역의 고난도 개념 심화문제들을 다룹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분석 체계를 확립하며 고난도 문제들로 적용하는 기준을 잡습니다.
고정1등급이 아닌 학생에게 거시독해와 미시독해의 기준을 잡는 방법(독서), 소설과 시 문학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시험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며 읽어야 하는지, 문학개념어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문학), 화법과 작문에서 지문이 구성되는 원리와 선지가 출제되는 원리(화작), 문법에선
어떤 개념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문법)와 같은 실전적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진행한 내용들을 그대로 체화하며 학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담은 손글씨 분석지와 해설지를 제공합니다.
선생님의 사고의 흐름을 파악한 후, 행동 영역들을 고스란히 재현하며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도구들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 Track 2 [인강] : 화법/작문/문법 (개념+심화) (릿밋딧, 사관&경찰대 기출)
+ 이감모의고사 전문항 해설
화법 / 작문 / 문법을 개념부터 심화까지 분석하여 인강으로 제공합니다.
교재는 제공되며, 매주 인강으로 제공되어 개념 수업들을 여러 번 반복하며 들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화작문은 개념의 기준을 잡은 후, 문제를 많이 풀어 실전에서 어떻게 정보들이 인출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준들을 명확히 잡은 후 관련된 여러 문항들을 풀어보며 실제
현장에서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실전 연습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또, 이감모의고사는 따로 테스트 시간을 잡고 시험을 본 후, 수업시간엔 수업 그대로 진행합니다.
정규 커리와 함께 병행할 예정이므로, 수업 시간에 해설하지 못한 부분들은
추가 복습영상으로 제공합니다. 즉, 전문항 해설 영상이 제공됩니다 ^^

1. 과정별 본 강의 진행

(+ 보충 영상 및 복습 영상은 모두 무료 제공)

2. 수업 내용 체화 가능한 손글씨 분석서 및 해설서 제공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실전 방법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3. 학습 계획표를 짜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 학생별로 개별 상담 진행
(내신 및 수능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리
프로그램

4. 매주 정규 과제 부여 & 동영상 강의로 복습 가능
5. 학생 개별 성적 분석 및 개인별 맞춤 틀린 문항 분석 자료가 나갑니다.
(TEST 후 개별 자료 제공 및 학생 개인별 숙제 검사까지 꼼꼼히 진행합니다)

6. 1주일 내내 충분히 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공부량 + 추가 보충영상 제공
7. 신규생에게는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기본 개념 수업 영상을 제공합니다.

Track1 : 2019. 7/13(토) ~ 8/24(토) (정규 계속반 - 수능까지 휴강X)
수업기간

1SET = track1[현강] + track2[현강] 주2회 총7시간

[Track1 : 현강] 고난도 개념 심화반
(독서/문학/화작문)
(결석시 인강 보강 가능)

+
[Track2 :현강 ] 화법/작문/문법 기본개념+심화적용
+이감모의고사 전문항 해설
(현장응시 + 해설강의)
주차

강의 내용

1주차
7/13(토)
주차별
진도계획

안정 1등급이 가능하도록 실전에 쓸 수 있는 분석의 기준
정립 (독서/문학/화작문)

2주차
7/20(토)
3주차
7/27(토)
4주차
8/3(토)
5주차

[Track1]
독서 / 문학 /
화작문
고난도 개념 심화
&
[Track2]
이감모의고사
현장응시반
+해설
(현강)

평가원 및 교육청, 사관, 경찰대 기출 & 릿밋딧 심화 독
해 분석 수업으로 고정 1등급 도약

8/10(토)
6주차
8/17(토)

7주차
8/24(토)

이감 모의고사는 따로 TEST를 본 후, 정규 수업 시간엔
전문항 해설 진행

연간
커리큘럼

특이사항
(휴강 등)

수능 전까지 휴강 없음

유현주국어
교재명

컨텐츠 무료

(신입생용 진입 개념 강의와 교재도 모두 무료)
독서의 끝, 문학의 끝, EBS 분석서, 거미손,
오너문, 고난도 화작문 등등 모두 무료 제공

이감모의고사 + 간쓸개
교재가격

만 한 회 만오천원씩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