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훈

강 의 계 획 서

강 좌 명 토익 기본 종합 교재 33토익 337RC/LC (능률출판사)

강의목표
 본 강의의 목표는 영어의 기본기에 더하여 700-800이상으로 토익 점수를 높이기 위한 학습자들을 대
상으로 한다. 문법 이론보다는 실전문제를 토대로 하여 문법을 학습하고 문제적응력을 올리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특장

1. 매달 출제된 정기기출토익 문제를 별도 제공 
2. 토익문제와 문장의 기본형태 완벽 터득
3. 필수적인 어휘의 반복 학습
4. 청취능력 향상을 위한 받아쓰기와 수많은 따라하기를 통한 LISTENING SKILLS 향상

강  의  일  정
1

RC 영어의 이해 – DAY 1 주어/동사/목적어와 보어자리 + DAY 2 명사
LC PART 1 DAY 1-2: 인물중심 사진 및 인물 & 사물혼합사진

2
RC DAY 3 대명사-인칭, 지시 및 부정대명사 + DAY 4 수일치 
LC DAY 3-4 장소별 사진 (1), (2)

3
RC DAY 5 시제: 단순, 진행 및 완료시제 + DAY 6 수동태와 능동태
LC PART 2 DAY 5-6 의문사 의문문 (1), (2)

4
RC DAY 7 부정사(to-infinitive)  
LC PART 2 DAY 7-8 의문사 의문문(3) + 일반 의문문

5
RC DAY 8 동명사
LC PART 2 DAY 9-10 기타의문문 (1), (2)

6
RC DAY 9 분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및 형용사 
LC PART 3 DAY 11-12 전반적 문제 1/2

7
RC DAY 10 형용사 + DAY 11 부사 (1) 부사의 자리, 주의해야 할 부사 및 시간부사
LC PART 3 DAY 13-14 세부적 문제 1/2

8
RC DAY 12 부사 (2) 빈도부사, 접속부사 및 특정표현과 잘 어울리는 부사 + DAY 13 전치사 (1)
LC PART 3 DAY 15-16 화자의 의도파악 문제, 시각정보 연계문제 

9
RC DAY 14 전치사 (2) + DAY 15 등위/상관접속사 & 명사절 접속사
LC PART 3 DAY 17-18 업무대화 1/2

10
RC DAY 16 부사절 접속사 
LC PART 3 19-20 일상대화 1/2

11
RC DAY 17 관계사 
LC PART 4 DAY 21-22 전반적 문제 1/2

12
RC DAY 18 비교 구문 + DAY 19 가정법과 도치
LC PART 4 DAY 23-24 세부적 문제 1/2

13
RC DAY 20 알맞은 문장 고르기 + DAY 21 일반적 문제 
LC PART 4 DAY 25-26 화자의 의도파악 문제, 시각 정보 연계 문제

14
RC DAY 22 세부 정보 문제 (1) + DAY 23 세부 정보 문제 (2)
LC PART 4 DAY 27-28 전화메시지 & 안내, 방송 & 광고

15
RC DAY 24 동의어 문제 & 의도 파악 문제 + DAY 25 문장 위치 찾기 문제
LC PART 4 DAY 29-30 업무담화, 일상담화 

16
RC DAY 26 이메일/편지 & 메모/공지 + DAY 27 SNS [SOCIAL MEDIA] 대화문 
LC 실전모의고사 PART 1 & 2

17
RC DAY 28 광고 및 기사 + DAY 29 설명서/지시문 & 웹페이지
LC 실전모의고사 PART 3

18
RC DAY 30 송장/청구서 & 일정표
LC 실전모의고사 PART 4 & REVIEW

비고 강의 중간에 필요한 부가자료가 전달됩니다!



     김 훈

강 의 계 획 서

강 좌 명 주말 특강 실전 RC 교재 ETS TOEIC TEST 공식문제집 RC (YBM)

강의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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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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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1) TEST TWO part 5, 6, 7 + TEST FOUR part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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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1) TEST THREE part 5, 6, 7 + TEST SIX part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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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

1) TEST FOUR part 5, 6, 7 + TEST EIGHT part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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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

1) TEST FIVE part 5, 6, 7 + TEST TEN part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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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주
1) 교재 후기 및 검토
2) 부교재 문제 제공 최종 문제풀이
 = 시간 정하여 문제풀기

비고  강의와 관련한 자료제공은 각 수업시간에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