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일동중학교 1학기 방과후학교 

(기초 튼튼 국어 업그레이드) 반 기초학력 프로그램 차시별 운영 계획

강좌명  기초 튼튼 국어 업그레이드반 지도교사         한희영              (인)

운영

일시
     2021년 03월 23일 화요일 ~ 2021년 07월 13일 화요일 (  10차시  )

학습

목표

1. 기초 어휘를 알 수 있다.

2. 국어의 기본 개념을 알 수 있다.
수업

교재
중학 국어 개념 그리기, 중학 국어 어휘력, 늘품이 국어

대상 전학년 장소  3-3

차시  지   도   내   용

1 국어 기초 어휘 알기

2 갈래 알기 ⓛ

3 갈래 알기 ②

4 국어 기초 어휘 알기

5 갈래 알기 ③

6 갈래 알기 ④

7 국어 기초 어휘 알기

8 문법 알기 ① 

9 문법 알기 ②

10 문법 알기 ③



2021학년도 일동중학교 1학기 방과후학교 

(기초 튼튼 수학 업그레이드)반 기초학력 프로그램 차시별 운영 계획

강좌명  기초 튼튼 수학 업그레이드반 지도교사        변지환               (인)

운영

일시
     2021년 03월 23일 화요일 ~ 2021년 07월 13일 화요일 (  10차시  )

학습

목표

1. 정확한 계산수행능력 기르기.

2.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력 기르기.
수업

교재
 자제 제작 학습지

대상 전학년 장소  

차시  지   도   내   용

1  계산수행 능력 평가

2  계산력 강화를 위한 기초문제 학습

3  계산력 강화를 위한 기초문제 학습

4  계산력 강화를 위한 기초문제 학습

5  계산력 강화를 위한 기초문제 학습

6  계산력 강화를 위한 기초문제 학습

7  계산력 강화를 위한 기초문제 학습

8  계산력 강화를 위한 기초문제 학습

9  계산력 강화를 위한 기초문제 학습

10  계산력 강화를 위한 기초문제 학습



2021학년도 일동중학교 1학기 방과후학교 

(기초 튼튼 영어 업그레이드) 반 기초학력 프로그램 차시별 운영 계획

강좌명  기초 튼튼 영어 업그레이드반 지도교사      양연주             (인)

운영

일시
     2021년 03월 23일 화요일 ~ 2021년 07월 13일 화요일 (  10차시  )

학습

목표

1. 기본적인 영어 형식을 이해하고 문장 속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친숙한 주제들에 관한 짧은 영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수업

교재
 천일문 INTRO, 자체 제작 학습지

대상 전학년 장소   1학년 3반 교실

차시  지   도   내   용

1  Chapter 1 문장의 기본구조

2  Chapter 1 문장의 기본구조

3  Chapter 2 동사를 통해 드러나는 시제

4  Chapter 2 동사를 통해 드러나는 시제

5  Chapter 3 동사에 의미를 더하는 조동사

6  Chapter 3 동사에 의미를 더하는 조동사

7  Chapter 4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보여주는 태

8  Chapter 4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보여주는 태

9  Chapter 5 주어/목적어로 쓰이는 to-v와 v-ing

10  Chapter 6 보어로 쓰이는 to-v와 v-ing, v, 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