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훈

강 의 계 획 서
강 좌 명

주중 기본반 해커스 토익 스타트 RC/LC

교재

해커스 토익 스타트 RC/LC

토익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한 학습자들에게 영어의 기초를 다지고 문법과 문장이해의 토대를 100% 확
강의목표

실하게 구축하여 기본 과정을 이수하고 난 후에도 600점 이상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본 기본과정의 목
표이다. 해커스 토익스타터는 가장 기초적인 문법 및 청취교재이므로 따라서 강의의 내용도 토익을 이
제 막 시작하려는 학생들의 레벨에 맞추어 강좌를 전개할 것이다.
1. 매달 출제된 정기기출토익 문제를 별도로 제공합니다.
1. 영어 문장의 기본형태의 완벽한 터득

혜택

2. 필수적인 어휘의 반복 학습
3.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문법구조의 확실한 이해 + 더 이상 쉬울 수 없다.
4. 청취능력 향상을 위한 받아쓰기와 수많은 따라하기를 통한 LISTENING SKILLS 향상

강 의 일 정
RC 영어의 이해 – 영어문장구조의 이해 + 기출 토익문제를 통한 출제경향 파악 및 토익문제의 구성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6
DAY 7
DAY 8

DAY 9

DAY 10
DAY 11
DAY 12
DAY 13
DAY 14

DAY 15

LC 청취의 기초 – 기출토익문제를 통한 경향파악 및 문제구성 이해
토익기초 1일~ 2일; 유사발음, 연음 및 시제와 태 익히기
RC 문장구조: 주어와 동사자리 찾기, 전치사 어구 풀이: 독해: 알맞은 문장 고르기 문제
LC part 1. 사람중심 사진 + 받아쓰기 + 따라하기
RC 문장구조: 목적어/보어/수식어 – 완전한 문장 vs 불완전한 문장 + 형용사어구+ 독해: 주제 찾기
LC part 1 사물/풍경 중심 사진 + 받아쓰기 + 따라하기
RC 품사: 명사의 자리, 가산 vs. 불가산, 명사 앞의 수량표현 + 동사어구
LC part test + 부교재
RC 품사: 대명사: 인칭, 지시대명사, 명사 어구
LC part 2: 의문사 의문문1 WHO, WHAT, WHICH
RC 품사: 부정 대명사와 명사와 대명사의 일치문제 + 독해: NOT/TRUE 문제
LC 의문사 의문문 2: WHERE, WHEN
RC 품사: 형용사와 부사 –형용사와 부사자리의 특징, 헷갈리는 형용사와 부사, 짝을 이루는 표현
LC 의문사 의문문 3 HOW, WHY
RC 전치사- 명사 앞의 기사: 전치사 자리, 시간/장소/방향의 전치사 + 동사어휘(1) + 독해: 의도문제
LC 일반 의문문: 일반의문문과 의문사 포함된 일반의문문: 간접의문문
RC 품사: 접속사 – 등위와 상관접속사, 종속접속사: 절과 관련된 내용은 후반부에 보다 자세하게 나오
므로 여기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함. + 동사어휘(2)
LC 부가 및 선택의문문
RC 동사의 형태와 종류, 자동사와 타동사 + 동상어휘(3) + 문장의 위치문제
LC 제안, 요청의문문 및 평서문(1)
RC 동사의 수일치 –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 동사어휘(4) + 이메일 /편지
LC 제안, 요청의문문 및 평서문(2) + PART TWO test
RC 동사의 시제: 현재/과거/미래 + 동사어휘(5)
LC part 3: 회사생활 1: 회사생활 1: 인사업무 및 사내 업무
RC 태- 능동태와 수동태의 가장 큰 차이점! + 명사어휘(1) + 기사
LC 회사생활 1: 인사업무 및 사내 업무(2) + 실전문제
RC 가정법: 동사 시제에 따른 구별법: 과거, 미래, 과거완료 + 명사어휘(2)
LC 회사생활 2: 회의 및 사업계획
RC to부정사의 특징(1) – 자리와 역할, 부정사가 필요한 동사들 + 명사어휘(3) + 메시지대화문(text
message chain)
LC 회사생활 3 고객상담 및 시설관리(1)
RC to부정사의 특징(2) – 부정사와 문장의 동사와의 관계, 부정사가 필요한 동사들(2) + 명사어휘(3) +

DAY 16

DAY 17

메시지대화문(text message chain)
LC 회사생활 3 고객상담 및 시설관리(2) + 실전문제
RC 동명사: 역할과 자리 및 동명사가 필요한 동사들, 부정사와의 차이점! + 명사어휘(4)
LC 일상생활 1: 쇼핑 및 편의시설

김 훈
RC 분사(1) 분사의 자리와 역할 – 형용사로서의 분사와 동사적 성질의 관계,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 형
DAY 18

DAY 19
DAY 20
DAY 21
DAY 22
DAY 23
DAY 24
DAY 25
DAY 26
DAY 27
DAY 28
DAY 29
DAY 30
비고

용사어휘(1)
LC 일상생활 2 여가, 교통 및 주거 (1)
RC 분사(2) 분사구문 이해하기 + 독해: 회람
LC 일상생활 2 여가, 교통 및 주거 (2) + 실전문제
RC 명사절: 명사절의 자리와 접속사의 종류 + 형용사어휘(2)
LC Part Three Test + review & shadowing
RC 부사절의 자리와 접속사의 종류 (1) + 형용사 어휘(3) + 양식연계지문
LC part 4 메시지: 음성 및 자동응답 시스템 (1)
RC 부사절의 자리와 접속사의 종류 (2) + 형용사 어휘(3) + 양식연계지문
LC part 4 메시지: 음성 및 자동응답 시스템 (2)+ 실전문제
RC 형용사절 (1): 관계절 이해하기: 형용사절의 자리와 관계대명사
LC part 4 공지(announcement): 사내 공지 및 공공장소 공지
RC 형용사절 (2):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부사어휘(1) + 기사연계지문
LC part 4 방송(broadcast) 광고 및 라디오 방송(1)
RC 비교구문: 비교급과 최상급 + 부사어휘(2)
LC part 4 방송(broadcast) 광고 및 라디오 방송(2) + 실전문제
RC 병치와 도치문장(1): 병치문장 – 상관 및 등위접속사와의 관계 이해하기 + 공고연계지문
LC part 4 보도(report) 교통방송 및 일기예보, 뉴스 (1)
RC 병치와 도치문장(2): 도치문장 –강조어의 문장에서의 위치! + 부사어휘(3)
LC part 4 보도(report) 교통방송 및 일기예보, 뉴스 (2) + 실전문제
RC Retro: Grammar in Review + 문제풀이: 실전모의고사 part 5
LC part 4 연설(speech/talk) 행사연설, 가이드 안내 (1)
RC 문제풀이 실전모의고사 part 5 + 6
LC part 4 연설(speech/talk) 행사연설, 가이드 안내 (2) + 실전문제
RC 문제풀이 실전모의고사 part 7 (selectively)
LC in Review + Part Four Test

김 훈

강 의 계 획 서
강 좌 명
강의목표

혜택

주중 도약반 토익 RC

교재

33토익 337 기본 RC (능률출판사)

토익의 기초를 다진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전에 가까운 문법과 독해를 학습함으로써 토익점수를 750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1. 매달 출제된 정기기출토익 문제를 별도로 제공합니다.
2. 필수적인 어휘의 반복 학습
3. 문법구조의 확실한 이해 및 실전 문제 학습

강 의 일 정
1

DAY 1 문장구조 DAY 2 명사의 이해

2

DAY 3 대명사 DAY 4 수일치 + 독해 DAY 21- 일반적 문제

3

DAY 5 시제 DAY 6 수동태와 능동태

4

DAY 7 부정사 DAY 8 동명사 + 독해 DAY 22 세부정보 문제 (1)

5

DAY 9 분사 DAY 10 형용사

6

DAY 11 부사(1) DAY 12 부사(2 + 독해 DAY 24 동의어 문제 & 의도파악문제

7

DAY 13 전치사 (1) DAY 14 전치사(2)

8

DAY 15 등위/상관 접속사 & 명사절 접속사 DAY 16 부사절 접속사

9

DAY 17 관계사 DAY 18 비교 구문 + 독해 DAY 25 문장 위치 찾기 문제

10

DAY 19 가정법과 도치 + 독해 DAY 26 이메일/편지 & 메모/공지

11

실전모의 고사 PART 5, 6 + 독해 DAY 28 광고 & 기사

12

실전모의고사 PART 7 + 독해 DAY 30 송장/청구서 & 일정표

비고

김 훈

강 의 계 획 서
강 좌 명

주말 특강 실전 RC

교재

ETS TOEIC TEST 공식문제집 RC (YBM)

주말동안 집중적인 학습을 통해 토익점수를 향상하고자 출제기관인 ETS의 교재로 토익을 충실히 학습
강의목표

한다. 전략적인 문제풀이, 시간절약형 학습 방법을 제시하여 단기간에 목표하고자 하는 점수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 본 교재 외에 부가자료를 통해 가능한 많은 문제를 통해 토익 문제를 익힐 수 있도록 한
다.

강 의 일 정
1) 영어문장의 기본구조 및 토익 기출 RC문제들의 경향
2) TEST ONE part 5, 6, 7(selectively) + TEST TWO part 5, 6 (selectively)

1주

a.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풀 것이지만 시간제약상 part 7과 6는 선별적으로 진행합니다.
b. part 7 시간절약형 문제풀이 제시
c. RC 보충자료 제공 d. 빠른 독해요령 => 이렇게만 하면 해석 헷갈리지 않는다!
1) TEST TWO part 5, 6, 7 + TEST FOUR part 5, 6

2주

2) 보충 실전문제풀이 RC (20문 안팎)
a.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풀 것이지만 시간제약상 part 7과 6는 선별적으로 진행합니다.
b. part 7 시간절약형 문제풀이 제시
1) TEST THREE part 5, 6, 7 + TEST SIX part 5, 6

3주

2) 보충 실전문제풀이 RC (20문 안팎)
a.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풀 것이지만 시간제약상 part 7과 6는 선별적으로 진행합니다.
b. part 7 시간절약형 문제풀이 제시
1) TEST FOUR part 5, 6, 7 + TEST EIGHT part 5, 6

4주

2) 보충 실전문제풀이 RC (20문 안팎)
a.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풀 것이지만 시간제약상 part 7과 6는 선별적으로 진행합니다.
b. part 7 시간절약형 문제풀이 제시
1) TEST FIVE part 5, 6, 7 + TEST TEN part 5, 6

5주

2) 보충 실전문제풀이 RC (20문 안팎)
a.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풀 것이지만 시간제약상 part 7과 6는 선별적으로 진행합니다.
b. part 7 시간절약형 문제풀이 제시
1) 교재 후기 및 검토

6주

2) 부교재 문제 제공 최종 문제풀이
= 시간 정하여 문제풀기

비고

강의와 관련한 자료제공은 각 수업시간에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