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토익만점 은실쌤★★★ 신토익만점학생 배출★★★실화냐?YES! 

신토익 만점 박은실강사 토익 완전 정복 프로젝트 

Reading 정복 전략 Listening 완전정복 

 

PART 7 이삼중지문 집중 공략 

- 전략적 독해 방식 습득 및 반복 

 

★PART 5, 6문법.완성 프로젝트★ 

- 문법 A-Z까지 이제는 좀 완성하기 

- 토익 테크닉은 당연 

 

토익 영단기 VOCA책 독파 

- 30일 완성 매일 TEST로 독파 

 

자기주도학습 방식  

- SNS와 이메일 활용 강사와 함께 스스로 학습 

- 스스로 풀고 수업시간 틀린문항 확인 방식 

 

 

★495만점 정복 프로젝트★ 

- 책의 모든 지문  완벽 청취 훈련! 

. 숙제왕창!!! 그러나 점수 보장!!!!  

. 문제풀이만으로 NO! 전부다 들을 수 있어야지! 

. 매일 숙제와 복습시험으로 체크 또 체크! 

 

일단한번 들어보시면 저절로 LC 점수가 향상! 

- 단, 숙제 반드시 다짐! 

- 말이 필요없는 30일 완성 LC만점  SYSTEM 



★★★신토익만점 은실쌤★★★ 신토익만점학생 배출★★★실화냐?YES! 

 

해커스 토익 실전 30일 완성 세부 스케줄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LC 1회   1회   2회   2회   3회   3회 

RC   1회   1회   2회   2회   3회   

영단기 VOCA   1일단어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회차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LC   4회   4회   5회   5회   6회   

RC 3회   4회   4회   5회   5회   6회 

VOCA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회차 23 24 25 26 27 28 29 30       

LC 6회   7회   8회   9회 10회       

RC   7회   8회   9회   10회       

영단기 VOCA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30일       

*ETS 토익 공식실전서 동시 독파      

* 영단기 VOCA 동시 독파 
 

  



 

강의계획서 

강사명 : 박은실 

강의명 : 6주 1권 영어원서 강독 

교재 : 2017 노벨경제학상 수상 리처드 탈러의 Nudge (넛지) 

  

수업시간 : 월 수 금 7:00~8:30 

수업방식 : 수업시간 강독, 카톡으로 내용 토론 

- 6주동안 Nudge를 영어원서로 독파하기 

- 단원별로 요점을 정리하며 원서읽기를 진행함. 

- 6주에 원서 1권 전체를 읽는 것을 내용으로 시간표 운영. 

- 매시간 단어시험 : 책에서 다루는 중요 개념 및 관련 영단어를 마스터 할 

수 있도록 하여 매시간 단어시험 : 수강생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도 스스

로 읽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줌. 

- 카톡방을 운영하여 관련내용들을 서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