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gebra 1 Syllabus 

 수업 시간  

1st Session: 6/8/2020~7/11/2020 월, 수, 금 9:00-11:00 

2st Session: 7/13/2020~8/15/2020 월, 수, 금 9:00-11:00 

 

 Textbook 및 수업 자료 

Integrated Algebra 1 by Ann Xavier Gantert (E-book 제공) 및 자체 수업 노트 

 

 과목 소개 

Algebra 1 과목은 향후 Geometry 와 Algebra 2 등 advance 된 수학을 배우기에 앞서 수학적 

기초를 쌓아 놓는 과목입니다. 앞 부분은 다소 쉽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algebra 2 에서 배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초를 잘 닦아 

놓아야 이후 Algebra 2 의 내용들 역시 쉽게 받아들 일 수 있습니다. 이번 클래스는 

7~8 학년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15 회 수업을 통해 향후 1 년간 배울 Algebra 1 내용을 

프리뷰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Integrated Algebra 1 이라 명명된 이 과목은 

기본적인 Geometry 의 컨셉은 마지막 주에는 AMC 8 까지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수업 회차 수업 내용 

1 Number Classification, Algebraic Expression 

2 Linear Equation and Inequality 

3 Operation of Polynomial, Ratio and Proportion  

4 Geometric Figure, area and volume 

5 Trigonometry in right triangles 

6 Linear Functions and Relations 

7 System of Equation, Product and Factor 

8 Operation with Radical 

9 System of Equations 

10 Operation with Radical 

11 Quadratic Equation and Functions 

12 Probability 

13 AMC Past Papers 

14 AMC Past Papers 

15 AMC Past Papers 



상담문의: 02)540-5900  

 

 

김기종 선생님 강의는 다릅니다!! 

 

 저자 직강의 깊이 있는 강의! 

김기종 선생님은 모든 수업을 자체 제작된 수업 노트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노트를 바탕으로 한 15 년간의 강의 노하우가 담긴 한국인 최초의 SAT Subject Test 교재가 

2013 년 출간되어 교보문고 및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또한, 새롭게 바뀐 New 

SAT 의 경향을 완벽 분석한 교재 역시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강의 VOD 를 통한 무한 리뷰! 

이번 여름 ESC 에서 진행되는 김기종 선생님의 모든 강의는  VOD 로 제작되어 수강 기간 

내에 별도의 비용 없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수학은 무엇보다 연속성의 학문이기에  오늘 

배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수업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SC 에서 진행되는 

모든 김기종 선생님 수업은 VOD 를 통해 언제든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빠진 수업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을 

반복적으로 수강함으로서 수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통한 One-Stop 자료 제공! 

김기종 선생님의 수업은 전자 패드를 이용한 전자 필기장을 통해 진행됩니다.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이지만 수학 공부에서 리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더욱 더 효율적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VOD 와 함께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모든 

자료가 실시간 공유됩니다. 한 번의 로그인을 통해 수업 노트, 숙제 제출 및 확인, 숙제에 

관한 정답, VOD 시청이 한 사이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전담 TA 및 수업용 카페 통한 지속적 관리! 

수업을 마친 후 혹은 다음 수업 전 숙제를 다 한 것을 확인 받아야만 다음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전담 TA 를 통해 숙제 상황이나 이해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가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후 진행되는 TA  세션을 통해 그 날 배운 내용에 대한 

철저한 복습과 이해를 보장합니다.  

 

 자체 제작된 계산기 tutorial! 

수업이나 시험에 계산기를 사용하는 미국식 수학식 제도의 특성 상 계산기를 잘 쓰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자체 제작한 tutorial 을 통해 준비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계산기를 시험에서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