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igital SAT MATH 수업계획서 
 

지도 강사  

Advanced: 혜나 서 / Basic: 그레이스 강 선생님 

 

▶기간: 겨울방학 12/19~1/7 (3주)       ▶방학: 24일, 31일 휴강 

▶요일 및 시간 

⚫  Advanced Class: 화, 목 주2회 PM 4:00-5:30 (1.5시간)  

⚫ Basic Class: 월수금 PM 3:30-5:30 (2시간) 

▶수업 시수: 

⚫ Advanced Class: 총 6회 x 1.5시간 =9시간 완성  

⚫ Basic Class: 총 9회 x 2시간 =18시간 완성 
 

▶수업 목표:  

⚫ Advanced Class 

1) 유형별 정리한 중상 이상 고난도 문제들 중심의 수업  

2) 기하학 공식, 통계학 지식 등 개념을 유형별로 정리 

3) 다수의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들 위주로 풀어보면서 응용력 향상 

4) 단기간에 고득점으로 질주 

 

⚫ Basic Class: 

1) 사전 모의고사에서 오답 문항이 10개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맞추어야 하는 근본적인 문항에서 틀리는 일이 없도록 기본기를 탄탄히 

합니다. 



 

 

 

2) SAT에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유형들을 섭렵할 수 있습니다. 

3) 개념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활용하여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실력

을 배양합니다. 



 

 

 

▶강의 특징: 

⚫ Advanced Class 

이 수업은 실전 TEST 나 실전모의고사를 평균 2-6 개 사이를 틀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위 실수라고 하는 문제들은 학생들이 순간적인 착각을 

하도록 함정을 파 놓은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유형들은 다양하게 

접해보면서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훈련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함수의 응용문제들을 학교에서는 거의 다뤄볼 

일이 없는데 SAT 에서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나올 때 그냥 감으로 풀게 되고 

빗나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원리를 공식화해서 짚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계관련 부분은, 데이터를 다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풀 수 있다는 단서 

하에 다양한 문제를 출제함으로 이 부분의 개념정리는 거의 모든 학생에게 

필요하고, 통계의 개념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출제되기에 2 회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연습하게 합니다. 마지막, 지오메트리는 10-

11 학년에 오면 잊어버려 있기 마련입니다. SAT 에 잘 나오는 지오메트리 공식들, 

개념들을 한번 짚으면서 다양하게 난이도 있는 문제들로 풀어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강화되면 실전에서 틀리는 개수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점수가 750-780점까지는 뛰게 됩니다. 

그러나 유형수업 6 회만으로 800 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 이후 시험 전까지 

실전 수학모의고사를 풀로 20-30 세트를 풀어보고 가기를 권장합니다. 

유형수업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학생 자신만의 약한 문제들도 발견되고, 

지금까지의 실전문제들을 다양하게 접하고, 오답노트를 만들고 정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비할 때, 800 점 또는 가까이 만족스러운 점수들을 

획득합니다.     

 



 

 

 

⚫ Basic Class: 

1) Collegeboard 공식 Practice Test 10회 580문제 중 지나치게 쉬운 문제는 

제외, 핵심적인 개념과 필수유형만 정리된 자체 제작 교재로 정말 알아야 

할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학생들의 시간을 아껴줍니다. 

2)  SAT기출 문제 중에서, 유형별로 엄선한 <자주 틀리는 문제 Best 3 

모음집>을 통해, 이 레벨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거나 헷갈려 

하는 부분을 집중공략 합니다. 

3) SAT Practice Test를 통해서 실전감각을 익힙니다. 

 



 

 

 

▶수업 커리큘럼  

⚫ Advanced Class 

횟수 날짜 시간 내 용 비  고 

1 12/20  

 

 

1.5 

Algebra 1  

 

*자체 교재 수업 & 숙제 

2 22 Algebra 2 

3 27 Word problems 

4 29 Statistics 1 

5 1/3 Statistics 2 

6 5 Geometry & Trigonometry 

 

⚫ Advanced Class 수업 후, 시험 보기 전 한두달간 실전 모의고사를 매주 3-4세트씩 (20-30

세트) 풀어보고, 틀린 것만 주1회 맞추는 1:1 Clinic 개인 수업을 통해 완벽히 800을 완성

하도록 합니다.  

  



 

 

 

⚫ Basic Class: 

횟수 날짜 시간 내 용 과  제 

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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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omain and Range 

2. Expressions & Equations 

3. Linear Function 

4. System of Linear Equations 

5. Linear / Quadratic Models 

 

 

 

 

 

 

 

 

 

 

 

 

 

*기본서 문제 풀기 
 
 

2 12/21 6.  Inequality 

7. Absolute Value 

8. Quadratic Function 

9.  Functions 

10.  Remainder Theorem 

3 12/23 11.  Solving for a Variable 

12.  Equivalent Expressions 

13. Exponential Expressions 

14.  Exponential Growth & Decay 

15.  Algebraic Expressions 

4 12/26 16. Probability 

17.  Data Interpretations (1) 

18.  Data Interpretations (2) 

19.  Complex Numbers 

20.  Converting Units 

5 12/28 21.  Geometry 

22.  Circle 

23.  Trigonometry 

24.  Word Problems 

25.  Package Questions 

6 12/30 < 자주 틀리는 문제 Best 3 > 

1) Real World Problems related to 

Functions 

 

*교재 및 오답노트 

7 1/2 < 자주 틀리는 문제 Best 3 > 

2) Statistics 

8 1/4 < 자주 틀리는 문제 Best 3 > 

3) Geometry 

9 1/6 Final 점검 및 오답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