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겨울특강 강의 계획서 - 영강T

1. 강좌명: 영어 상급반 - 영어독해 최강자 되기 (원점수 75점 이상)

2. 일  시: 2022년 01월 03일부터 매주 월수 (8주 과정)

3. 시  간: 오전 8시~11시(수업2시간+개별피드백1시간)

4. 교  재: 독해 개념 교재+유형 독해 교재(강사 자체 교재)

5. 수업료: 32만원

6. 대  상: 아래에 해당되는 학생

■ 전 어휘와 관련된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싶어요!!

1. 단어 암기하는 게 어렵고 암기하고 난 후 금방 잊어버려요!!

2. 독해 유형별로 암기된 어휘를 특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어요!!

3. 지문 독해 시 어휘를 통해 글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하고 싶어요!!

4. 철자가 비슷하여 혼동하기 쉬운 어휘를 극복하고 싶어요!!

5. 지문 속 모르는 단어를 유추하는 기본 능력을 키우고 싶어요!!

☞ 상기 문제는 강사가 직접 선별한 어휘모음집과 5회독 시스템 복습에 대한 강의와 훈련으로, 거기

에 더해 어휘를 추론하기 위한 지문 속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움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

다!!

■ 전 어법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싶어요!!

1. 내신+모의고사+수능 실전에 나오는 어법적 개념을 압축정리하여 공부하고 싶어요!!

2. 아무리 어법 개념을 학습해도 실전문제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3. 영어 지문 학습시 어떤 문법이 출제될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갖추고 싶어요!!

4. 문법적으로 올바른 영어 문장 작성하고 싶어요!!

☞ 상기 문제는 어법에 출제되는 개념을 압축하여 정리해 놓은 강사 집필 교재와 개념 적용 훈련을 

통해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전 한문장 한문장 독해가 어려워요!!

1. 해석 안되는 문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단어는 대충 알겠는데 왜 제가 해석을 하면 이상하게 느껴질까요?

3. 핵심이 되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4. 독해를 할 때 대충 해석하며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고치고 싶어요!!



☞ 상기 문제는 해석이 안 되는 각 문장에 사용된 구문을 파악하고 그 구문과 관련된 예문 해석 연

습을 한 후 해결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더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구문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방법 

훈련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 저는 특정 유형(빈칸추론, 제시문의 위치고르기 등)에 대한 독해가 어려워요!!

1. 다른 유형은 괜찮은데 특정유형이 너무 어려워요!!

2. 유형별로 무슨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안 풀리는지 궁금해요!!

☞ 상기 문제는 유형별로 어떤 개념을 적용해서 풀어야 하고, 안 풀리는 유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습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취약 유형을 많이 풀어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그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될 듯 합니다. 강사 자체 교재로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지문 정보를 빨리 파악해서 빠르게 문제를 풀고 싶어요!!

1. 지문의 구성을 파악하여, 핵심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빨리 구분하고 싶어요!!

2.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의 의미를 유추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 상기 문제는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지문 속 모든 문장

은 같은 맥락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연습함으로써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고난도 추론 독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1. 지문 내용을 읽고 추론 하는 능력이 없어요!!

2. 다른 유형은 전혀 문제가 없는 데 빈칸 추론 독해가 너무 어려워요!!

3. 문장 속에 모르는 단어가 1개만 나와도 추론이 안되요!!

☞ 고난도 독해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유형별로 풀이하는 개념을 암기하고 그 개념을 적용하는 훈련과 더불어 학생 개별적으로 

문제 푸는 과정 속에서 약점을 알아내고 극복함으로써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고난도 논리 독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1. 제시문의 적절한 위치 고르기나 순서 배열처럼 논리로 풀어내는 유형이 너무 힘들어요!!

2. 관련 유형을 푸는 데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3. 전 지문 속 모든 문장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파악이 안되요!!

☞ 지문의 논리성, 통일성, 일관성 파악, 독해 유형 중 고난도 논리 유형에 대한 적응 훈련, 글의 중

심내용을 빨리 파악하고 그에 맞게 글이 논리적인지 확인하는 능력을 통해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7. 커리큘럼

*강의 계획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시 강의 내용

1

1. 수능필수어휘: 매 시간 240개 객관식 TEST

2. 구독해: 매 시간 20개 구두 연습

3. 긴문장독해: 매 시간 4문장 연습

4. 단락독해: 매 시간 9단락 연습

5. 유형독해: 우측란 참고

주제,제목,요지 추론

2 요약문 완성

3 어휘 추론

4 문맥의미 추론

5 빈칸 추론

6 장문2문항: 제목+어휘

7 무관한 문장 고르기

8 제시문의 적절한 위치 고르기

9 글의 순서 배열

10 장문3문항: 순서+지칭+내용

11 고난도추론(1): 문맥의미+빈칸

12 고난도추론(2): 문맥의미+빈칸

13 고난도추론(3): 문맥의미+빈칸

14 고난도논리(1): 문장넣기+순서

15 고난도논리(1): 문장넣기+순서

16 고난도논리(1): 문장넣기+순서



2022 겨울 특강 강의 계획서 - 영유T

1. 강좌명: 영어 일반반 - 3월 전 3등급을 위한 영어 기본기 잡기 - 3 Before 3! (1개반)

2. 강사: 유현정T

3. 일  시: 2022년 01월 03일부터 매주 월수 (총 8주 특강) 

4. 시  간: 오전 8시~11시(수업2+개별피드백1)

5. 교  재: 

  1) ST 예인 영어 기본 교재(공통) - 문장 기본 구조와 구 익히기

  2) 구문, 어법 Basic 개념 교재(강사 자체 교재)

  3) 유형 Basic 독해 교재(강사 자체 교재 - 프린트물)

6. 수업료:   32만원

7. 수업 대상 : 예비 고2, 3 학년 영어 모의고사 점수 4등급 ~ 6등급까지

* 수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접근 방식 *

 - 기본기가 전혀 안되어 있는 학생들을 위해 3등급 만들기 기반을 잡는 수업

  1) 어휘 : 영어점수의 낮은 등급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어휘입니다!

강사가 직접 선별한 어휘모음집 교재(ST예인 자체 공통교재), 매 시간 단어테스트 240개 실시 및 5회독 

시스템 복습에 대한 강의와 훈련으로 어휘에 대한 두려움 극복!

 

  2) 어법 : 영어의 기본 문장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단어로 대충 문장 보는 학생들의 해결책! 

내신+모의고사+수능 실전에 나오는 어법적 개념을 8주간 기초부터 정리하여 기본 구조부터 공부, 영어 

문장 해석시 문장 기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기본 이론 수업! 매 시간 어법 한 파트씩 

기본이론부터 차근차근~

  3) 구문 : 구 → 절 → 구문 → 단락 순으로, 단계별 구문 해석을 통한 지문 전체 해석 훈련의 기본기

를 잡는 수업 

단어로 대충 끼워 맞추기식 해석을 해서 지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한 완전 기본기부터 잡는 수업!

교재를 통한 매 시간 구독해, 구문 독해, 긴 문장 독해의 연습으로 완벽한 적응 훈련! 

  4) 독해 유형 기본기 : 정확한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배우고 기초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 해결

하는 능력을 기르는 수업!

문장을 대충 해석하여 넘기거나, 문장 하나하나 해석하느라 문제를 제시간에 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



해 지문의 구성을 파악하여, 핵심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빨리 구분하는 방법을 익히는 수업! 모의고

사 기출 지문을 통해 각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배우고,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도출하는 과정을 훈련하

는 수업!

  5) 1:1 개별 피드백 : 정규수업 이후 매일 한 시간씩 1:1개별 맞춤 솔루션을 위한 체크! 

개별 학생들의 학습 상태에 맞춰 수업 이후, 구문부터 유형별 문제까지 매일 개별과제를 부여하고 1:1로 

체크해주는 프로그램!S

* 월별 세부 강의 내용 - 매월 어휘와 구문교재는 공통 수업 교재로 병행됩니다.

 (수업 내용 및 교재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2월 (8주)
- 겨울특강

 For the Basic! - 예인공통 교재와 강사 개별교재(프린트)로 기본기 훈련 수업

3월
 For the Start! - 겨울방학 특강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기출 지문을 통해 지문 파악
하기와 문제 맛보기 적용 수업 (기출모의고사 프린트 / EBS 수능특강 영어 교재 Part 
1. 유형편) 

4월
 For the Practice 1 ! - 문제 유형별 풀이 응용, 추론 독해 (요지, 주제, 제목) 다지
기 (기출모의고사 프린트 / EBS 수능특강 영어 교재 Part 1. 유형편)

5월
 For the Practice 2 ! - 문제 유형별 풀이 응용, 추론 독해 (요지, 주제, 제목, 요약
문) 다지기 (기출모의고사 프린트 / EBS 수능특강 영어 교재 Part 1, 2 유형+주제)

6월
 For the Practice 3 ! - 문제 유형별 풀이 응용, 추론 독해 (주제, 제목, 요약문) 다
지기 (기출모의고사 프린트 / EBS 수능특강 영어 교재 Part 1, 2 유형+주제)

7월
 For the Upgrade 1! - 유형별 문제 Upgrade (무관한 문장, 순서, 삽입 2점 문항 
맛보기) / 추론독해 복습 test 
(기출 프린트 / EBS 수능특강 영어 교재 Part 1, 2 유형+주제)

8월
 For the Upgrade 2! - 유형별 문제 Upgrade (무관한 문장, 순서, 삽입 2점 문항 
맛보기) / 추론독해 복습 test 
(기출 프린트 / EBS 수능특강 영어 교재 Part 1, 2 유형+주제 / EBS 영어독해)

9월
 For the Upgrade 3! - 유형별 문제 Upgrade (빈칸 2점 문항 맛보기) / 추론독해 
복습 test 
(기출 프린트 / EBS 수능특강 영어 교재 Part 1, 2 유형+주제 / EBS 영어독해)

10월  For the Upgrade 4! - 유형별 문제 Upgrade (빈칸 2점 문항 맛보기) / 추론독해 



복습 test 
(기출 프린트 / EBS 수능특강 영어 교재 Part 1, 2 유형+주제 / EBS 영어독해)

11월  For the Final! - 3등급을 만들기 위한 최종 전략적 실전 연습 (EBS 수능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