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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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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입논술
대입논술 대표유형
대표유형 기초
기초
1:1 강사 첨삭과 꼼꼼한 과제지도로 초보자도 쉽게,
‘논술로 합격 대학 UP!’
연성서한 주요 명문대 출제경향/채점기준 완벽 분석,
차별적 답안 작성법 강의

수업 일정
일요일

AM 8:30~12:30

3/6

3/13

3/20

3/27

다음 커리큘럼
4~5월

이호범선생님의 합격하는 수시 논술

6~7월

이호범선생님의 합격하는 수시 논술

시즌2 : 대입논술 대표유형 기초

시즌3 : 대입논술 대표유형 실력

4회

특징 & 강점
[갓성비 최고의 강의] 적은 시간 투자로 확실한 효과를 끌어내는 최고의 강좌!!!
[쉽게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강의 구성]
[개념강의] - [실전쓰기] - [해제강의] - [복습강의] - [첨삭지도] - [개별과제] [과제피드백]으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학습으로 성취도 극대화
[탁월한 논제분석] 출제의도에 적합한 개요를 구상하고,
깊이 있는 논제 분석을 통해 출제의도의 완벽한 이해를 추구하는 철저한 분석
[체계적인 답안 작성법]
- [읽기] [논제읽기] 논제분석을 통해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파악하기,
논제분석을 통한 기초 개요 구상하기
[자료읽기] 출제의도에 맞춰 제시문 및 자료 분석하기,
제시문 및 자료의 구성과 관계를 통한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파악하기
- [구상] [개요작성] 독해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개요 작성하기,
문단 개요 작성 훈련, 핵심문장 작성 및 문장 간 논리적 관계 파악하기
- [쓰기] [답안적성] 주어진 조건과 시간에 맞춰 답안 완성 풀이법 학습,
입시논술은 공부가 아닌 시험을 준비하는 자세로.
- [교정] [교정하기] 출제의도와 채점기준에 적합한 답안 완성도 점검법,
채점기준에 대한 학습 재확인
[실용적인 답안 작성법]
- 초심자를 위한 기초 문장 만들기 연습부터 숙련자를 위한 완성된 글로 만들기 연습까지
- 논증문에 필요한 필수 문장 만들기 연습 개요작성 과정에 필요한 핵심 문장 만들기 연습 - 문장 간 연결하기 연습
[과제관리] 매주 개인별 대면 첨삭을 통해 맞춤식 과제 제시 →
확인 지도를 통해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 피드백 → 단계별 필요한 학습 성취
[개인별 논술 오답 노트 작성 관리] 매주 수업 내용과 첨삭 지도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논술 약점 노트/논술 오답 노트 작성을 지도, 관리
[입시상담관리] 주요 입시 학사 일정에 맞춰 개별 입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내신 / 평가원시험 / 원서작성)
[호범쌤의 특별한 해제집] 매주 복습을 위한 호범쌤의 논제분석 / 제시문독해 /
개요작성 / 예시답안 등이 상세하게 수록된 특별한 해제집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