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약 RC
강의목표

-토익점수 500점 정도의 학생들이 6주 동안의 수업으로 100-200점 향상시킵니다. 

-토익 700점 이상의 점수를 목표로 합니다.

-조각조각 알고 있는 문법을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강의대상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현재 토익점수 500점에서 600점대이신 분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정기 토익을 2-3번 본적이 있으신 분.  

-수업도 많이 들어봤고, 문제도 많이 풀었지만 문법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분.

강의 특징

수업시간에 토익과 관련 없는 사적인 잡담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는 수업입니다.     

RC : 교재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부교재를 통해 가장 심플하게 문법과 어휘를 정리합니다. 

     해석 없이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양으로 승부하기 보다는 문제 풀고 → 문장 내의 출제 가능한 문법, 표현 모두 정리하고 →해석까  

     지 꼼꼼한 설명을 합니다.  

강의일정

수업진행 및 유의사항
1. 60분 수업 → 10분 휴식 → 60분 수업
2. 예습은 필요 없지만 복습은 필히 하셔야 합니다. 
3. 교차수업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usaboo@empas.com 또는  kakao talk: hill202로 문의하세요. 

Day1 주어, 동사
Day2 수식어+수일치 형식 (자동사)
Day3 형식 (타동사) 형식문제풀이 
Day4 수동 시제 1 
Day5 시제 2 가정법 
Day6 명사
Day7 형용사
Day8 대명사 부사 
Day9 접속사 (기본-해석) 접속사 (명사절, 부사절 축약)
Day10 관계사 비교 
Day11 to 부정사 동명사 
Day12 분사 분사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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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 LC
강의목표

-LC 점수 400점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토익 LC에 필요한 단어, 문장, 배경지식을 암기 합니다.  

강의대상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현재 토익점수 500점에서 600점대이신 분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정기 토익을 2-3번 본적이 있으신 분.  

-RC보다 LC 점수가 낮게 나오는 분.

강의진행

  문제 풀이 --> 중요 부분 받아쓰기 --> 문제 풀이 및 해설 --> 문장 암기 test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usaboo@empas.com 또는  kakao talk: hill202로 문의하세요. 

Day 1 파트 I (인물묘사) 파트 II (의문사 의문문)

Day 2 파트 I (인물묘사) 파트 II (의문사 의문문)

Day 3 파트 I (사물묘사) 파트 II (일반 의문문)

Day 4 파트 I (사물묘사) 파트 II (일반 의문문+부정의문문)

Day 5 파트 II (선택의문문) 파트 III –일반 업무 및 인사

Day 6 파트 II (부가+평서형 의문문) 파트 III –사무기기, 시설

Day 7 파트 III –쇼핑, 휴가, 교통 파트 IV -전화메시지

Day 8 파트 III –식당, 부동산, 도서관 파트 IV –발표, 연설, 인물소개

Day 9 파트 III –5 turns+3인 대화 파트 IV -안내방송

Day 10 파트 III –화자의 의도 파악 파트 IV -광고

Day 11 파트 III -시각정보 파트 IV -방송

Day 12 파트 IV –관광, 견학 Fin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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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도약 RC
강의목표

-조각조각 알고 있는 문법을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만 다룹니다. 

강의대상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현재 토익점수 500점에서 600점대이신 분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수업도 많이 들어봤고, 문제도 많이 풀었지만 문법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분.

강의 특징

RC : 문법설명 (50%) + 문제 풀이 (50%)

- 교재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부교재를 통해 가장 심플하게 문법과 어휘를 정리합니다. 

- 해석 없이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 양으로 승부하기 보다는 문제 풀고 → 문장 내의 출제 가능한 문법, 표현 모두 정리하고 →해석까    

   지 꼼꼼한 설명을 합니다.  

강의일정

수업진행 및 유의사항
1. 50분 수업 → 10분 휴식 → 50분 수업

2. 예습은 필요 없지만 복습은 필히 하셔야 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usaboo@empas.com 또는  kakao talk: hill202로 문의하세요. 

Week 1 주어, 동사 + 동사 문제풀이 문장 형식 1

Week 2 문장 형식 2 수동 시제 1

Week 3 시제 2 명사 + 동명사

Week 4 형용사 부사 비교, 최상급

Week 5 대명사 접속사

Week 6 관계사 부정사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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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도약 LC 

강의진행

- 3시간의 수업으로 파트 1-4까지 모든 수업을 다룹니다.  

- 강의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풀이 ---> 중요 부분 받아쓰기 ---> 문제 풀이 및 해설 

                 

강의일정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usaboo@empas.com 또는  kakao talk: hill202로 문의하세요. 

Day 1

파트 1 인물중심 4 문제

파트 2 의문사 10 문제

파트 3 대표지문 2개

파트 4 대표지문 2개

Day 2

파트 1 인물중심 4 문제

파트 2 의문사 10 문제

파트 3 대표지문 2개

파트 4 대표지문 2개

Day 3

파트 1 사물중심 4문제

파트 2 일반 + 부정 10 문제

파트 3 대표지문 2개

파트 4 대표지문 2개

Day 4 

파트 1 사물중심 4문제

파트 2 일반 + 부정 10 문제

파트 3 대표지문 2개

파트 4 대표지문 2개

Day 5

파트 2 선택 10 문제

파트 3 대표지문 3개

파트 4 대표지문 3개 

Day 6

파트 2 부가 + 평서 10 문제

파트 3 대표지문 3개

파트 4 대표지문 3개   

mailto:tusaboo@empa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