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의 계 획 서

학년도 학기/ 대비2021 교과목명 자료해석 강의 기본강의

교재 기본강의용 문제 및 필기노트수업시간에 배부( ) 성명 하나산 

수강대상 자료해석을 대비하는 급 공채 급 공채 지역인재 급 민간경력시험 수험생 5 , 7 , 7 , 

강의일정 월화목금 오전 시 시 2020.9.3.~9.22 ( , , , 9 -12 )

교과목 목표

답을 도출한 문제의 정답률을 높이기 1. 
풀면 안 되는 문제를 빠르게 판단하기 2.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선지의 해석을 암기하기 3.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계산 없이 시간 줄이기 4. 

강좌진행방법

기출문제 중 중요한 문제를 엄선해서 수업시간에 문제를 풀고 해설하는 방식 1.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령을 설명 2.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계산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기준을 제시 3.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습관을 체화시키기 위한 연습 4. 

수   업   내   용 수업핵심질문
핵심( 개념)

일차1 자료해석에 대한 소개 및 문제를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법 제시 문제를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일차2 계산 속도가 중요한 유형을 소개하고 연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습 방법 소개 , 계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일차3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유형에 대한 정리 및 제공 Tip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기 

일차4 실수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습관을 설명하고 연습하기 Ⅰ 점을 넘기기 위해 풀어야 하는 문제 70

일차5 실수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습관을 설명하고 연습하기 Ⅱ 점을 넘기기 위해 풀어야 하는 문제 70

일차6 어려운 표를 해석하는 방법과 표와 표를 연결하기 Ⅰ 점을 넘기기 위해 풀어야 하는 문제 80

일차7 어려운 표를 해석하는 방법과 표와 표를 연결하기 Ⅱ 점을 넘기기 위해 풀어야 하는 문제 80

일차8 시간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유형 정리 매칭 보고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 , , 

일차9 시험장에서 풀기 어려운 유형 정리 표 그래프 등의 넘기는 문제의 기준 -

일차10 조건이 제시된 퀴즈 유형의 자료해석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 상황판단 유형의 자료해석 문제 풀이 

일차11 시간운영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하고 정답률 높이기 Ⅰ 시간과 정답률을 동시에 관리 

일차12 시간운영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하고 정답률 높이기 Ⅱ 시간과 정답률을 동시에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