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술형 영어전문교육 안내-



중학교 졸업 전에 고교 영어 1등급!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나요?

막연한 노력이 아니라

정확한 방법을 알면

영어 만큼은 조기에 끝낼 수 있습니다.



플라토 논술형 영어교육

표현력을 기르는 체화식 영어교육.

교재, 교수법, 강사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문장을 많이 써보는 것.

쓰다 보면 자동으로 익혀지는

패턴라이팅 학습시스템!



플라토 시스템의 특징

• 주입식이 아닌 체화, 코칭형 교육

• 풍부한 교재구성 (개념지도, 워크북)

• 월 1,000문장 이상 영작습관 만들기

1년에 최소 2만 문장 이상 영작을 하는 아이들!

내신 서술형 시험이 과연 문제가 될까요?



고등영어 1등급의 수준?

고등 영어 모의고사 시험문제 지문입니다.

한 문항 당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며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1~2분 안에 풀어야 합니다.

더구나 수능의 출제 경향이 점점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서술형 출제를 검토하고 있고

고등내신은 이미 서술형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포기하는 과정?

대다수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영문법을 시작하면서

영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바로 “이해 없는 암기” 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육기관이 아직도 영문법을

암기하고 문제 푸는 과정만 반복합니다.



Tom ran.

Tom ran mad.

Tom ran a company.

Tom is running.

The company is run by Tom.

He is my running mate in the election.

My plan is to run on the track.

Running is my hobby.

톰은 달렸다. 

톰은 미쳤다.

톰은 회사를 운영했다.

톰은 달리고 있다.

그 회사는 톰에 의해 운영된다.

그는 선거에서 나의 러닝메이트이다.

내 계획은 트랙 위를 달리는 것입니다.

달리기는 제 취미입니다.

1형식 자동사

2형식 연결동사

3형식 타동사

현재분사 (진행상태)

수동태 과거분사

현재분사 형용사

To 부정사 형용사

동명사 주격

영어의 핵심비결을 보여드립니다.

변화 무쌍한 동사의 문법을 이해하고 익숙해 지는 것.
평범한 아이가 영어실력이 고속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문법을 이해한 다음에는?

이해를 한다고 해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체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재에 몇 번 써보는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플라토영어논술은 학생마다

월 평균 1,000 ~ 3,000 영작문을 작성하며

문장의 구조를 스스로 터득하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결은..

조기에 입시영어를 정복하는 비결!

바로 ‘이해와 체화’ 입니다.

절대로 힘들게, 무식하게 암기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0문장 월 3,000문장

하루 30분 꾸준한 문장쓰기로

믿기 힘든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구문체화는 곧 해석능력!

플라토가 영작, 구문체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서술형, 쓰기 시험을 잘 보려는 게 아닙니다.

문장의 구조를 알고 쓸 수 있게 되면

문장의 구조 해석이 순식간에 파악이 되고

해석과 영작이 자유로워 질 때 수능은 끝납니다!



영어실력의 향상 비교

초등 중등 고등 초등 중등 고등

기존 주입식 교육의 결과 플라토영어논술 서술식 교육

주입식 암기교육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다수 학생들이 영어를 포기.
플라토영어논술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좋아집니다.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소리중심의 영어 학습/ 영어일기/ 문장의 기초

수능영어 1등급 4 STEP PLAN

• 기초영문법/ 품사 및 문장의 구조

•준동사 완성/ 문장의 확장/ 고등단어 익히기

•어법의 이해와 영작/ 누적 어휘 암기



단계별 학습목표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소리중심 체화

어휘 2,000
학습 문장 6,000

품사 구문

누적어휘 3,500
학습 문장 4,000

준동사, 복합구문

누적어휘 6,000
학습 문장 3,400

어법 완성

누적어휘 8,000
학습 문장 5,000



READING

WRITING 구문테스트

VOCA

특화된
학습 프로그램



레벨 인증 시스템

• 어휘 인증

• 영문법 구문인증

• LC 인증

• 종합 영어인증 평가



1. 파닉스 학습과 어휘학습을 병행 (발음 트레이닝)

2. 문장, 단어를 소리로 발음하고 훈련하기

영어학습의 시작 (소리중심학습)

• 2,000 단어 암기 (음가별 어휘/ 주제별 파닉스 어휘)

• 6,000 문장 영작 (구문베이직/ 영어일기/ 영어회화)

1-STEP



1. 기초영문법 트레이닝

2. 품사 기반 기초문장 체화

구문 어순감각 기르기

• 3,500 어휘 누적 암기

• 12,000 문장 영작 품사 영작문 완성

• 3,000 문장 영작 동사의 시제 완성

2-STEP



1. 중.고등 어휘 정복

2. 준동사 및 영문법 심화 구문 익히기

준동사 및 복합구문 완성

• 6,000 어휘 누적 암기

• 3,400 문장 구문 영작 익히기

• Syntax 독해 트레이닝

3-STEP



1. 고등, 수능 어휘정복

2. 고등 어법구문 익히기

고등, 수능영어 정복

• 8,000 어휘 누적 암기

• 5,000 문장 구문 영작 익히기

• Syntax 독해 트레이닝

4-STEP



어휘를 암기하고

문법을 영작으로 체화 하면

문장의 구조와 해석이 바로 파악되면서

아무리 긴 문장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플라토에서 영어1등급이 조기에 달성되는 이유입니다.

구문체화가 입시영어의 최선
문장구성의 원리가 익숙해지면 곧 해석이 자유로워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