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명: 토익 기본 RC (본교재 기본 RC + 부교재 1~4회)
★ 담당교수: 이은경 Ph.D.
★ 연락처: katelee@cnu.ac.kr, 010-7613-6910 (문자 문의)
★ 강의 목표
☆ 현재의 점수와 무관하게 학생들 모두를 650~750점 이상의 점수와 실력으로 향상시킵니다.
☆ 토익문법, 토익어휘, 토익독해, 토익실전을 총괄 학습하여 6주 동안 300~350점 모두 향상시킵니다.
★ 강의 특징
☆ 기본 RC: 본교재 RC를 중심으로 탄탄하게 수업 진행하며, 정답어휘, 받아쓰기, 실전연습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하여 “가장 재미있게” “가장 효율적으로” 토익 수업을 진행하며, 무엇보다 쉽고
정확한 문법 설명, 스피디한 독해, 실전 연습도 확실하게 병행하여 가장 빠르게 실력을 확보하여
목표 성적을 최단기에 달성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친구처럼 다정한” 교육 방법을 지향하여,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영어를 학습하고”
“토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가장 의욕적으로” 열공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줍니다.
★ 강의 교재:

해커스 토익 스타트 RC (신토익)

- 부교재 무료제공 (개강일 배부) : 부교재 실전 1,2,3,4회 + 기본 필수 어휘 1200
- 휴대용 미니 어휘집 (개강일 배부)
강의일정

Week
Week
Week
Week
Week
Week

1
2
3
4
5
6

본교재
본교재
본교재
본교재
본교재
본교재

RC
RC
RC
RC
RC
RC

1주 1일
1주 3,4일
2주 1,2일
2주 4,5일
3주3,4일
4주 2,3일

본교재
본교재
본교재
본교재
본교재
본교재

RC
RC
RC
RC
RC
RC

1주
1주
2주
3주
5일
4주

2일
4,5일
2,3일
1,2일
4주1일
4,5일

파고다실전
파고다실전
파고다실전
파고다실전
파고다실전
파고다실전

Test
Test
Test
Test
Test
Test

추가 전달 사항
1.
2.
3.
4.
5.
6.

수업시간 엄수하고 출석 100% 달성합시다! (공결은 출석 인정!)
간단한 예습과 배운 내용 복습 40~50분 필수입니다!
매 수업 정답 어휘 40개 쉽게 설명 예정이며, 집에서 Self-Test 하여 다음 시간에 제출합니다!
스터디를 조직해 줄 예정이며, 열심히 참석하면 우수 스터디 상도 있습니다!
이번 차수 여러분을 최대한 도울 예정이니 우리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의욕적으로 열공합시다!
네이트 공유메일 아이디 katelee3 패스워드 toeic990

궁금한 사항은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이메일 katelee@cnu.ac.kr 으로
또는 010-7613-6910 으로
문자 문의 하세요! :)

1
1
2
2
3
3

★ 강좌명: 토익 중급 RC 종합 (중급 RC + 실전 3회)
★ 담당교수: 이은경 Ph.D.
★ 연락처: katelee@cnu.ac.kr, 010-7613-6910 (문자 문의)
★ 강의 목표
☆ 현재의 점수와 무관하게 학생들 모두를 770~900점 이상의 점수와 실력으로 향상시킵니다.
☆ 토익문법, 토익어휘, 토익독해, 토익실전을 총괄 학습하여 6주 동안 250~300점 모두 향상시킵니다.
중급 RC과정을 통하여 토익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종합적으로 습득하고 탄탄한 문법, 빠른 독해 및
신토익 고득점 감각을 최대한 끌어 올립니다. 특히 토익 RC 자신감과 RC 트리플 독해 실력을 만점
수위로 향상 시키며, 취업, 공무원, 대학원, 유학 등의 준비를 확실하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강의 특징
☆ 중급 RC: “친구처럼 다정하게” “학생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교육 방식을 지향하며, 본교재 RC와
신토익 어휘집, 부교재 실전을 병행하여 시간을 최대 활용하고, 정확한 문법 설명, 가장 빠른 독해
무엇보다 “토익 자신감을 최고로 높이는” 학습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영어 자신감, 취업 자신감,
긍정적 마인드를 발전시켜서 자연스럽게 열공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줍니다.
★ 강의 교재: 해커스 토익 RC (2018 신토익)
- 부교재 무료제공 (개강일 배부) : 신토익 실전 1,2,3회 + 신토익 필수 어휘 1200
- 휴대용 미니 어휘집 (개강일 배부)
★ 강의일정

RC
Day
Day
Day
Day
Day
Day
Day
Day
Day
Day
Day
Day
Day
Day
Day
Day
Day
Day
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신토익 진단고사 어휘 1~40
신토익 진단고사 어휘 41~80
능동태 수동태 어휘 81~120
능동태 수동태 어휘 121~160
시제와 가정법 어휘 161~200
시제와 가정법 어휘 201~240
To 부정사 어휘 241~280
To 부정사 어휘 281~320
동명사 어휘 321~360
분사
어휘 361~400
분사
어휘 401~440
명사
어휘 441~480
명사
어휘 481~520
대명사 어휘 521~560
대명사 어휘 561~600
형용사 어휘 601~640
부사
어휘 641~680
부사
어휘 681~720
전치사 어휘 721~760

Day
Day
Day
Day
Day
Day
Day
Day
Day
Day
Day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전치사
어휘 761~800
등위상관접속사 어휘 801~840
관계절
어휘 841~880
관계절
어휘 881~920
부사절
어휘 921~960
부사절
어휘 961~1000
명사절
어휘 1001~1040
명사절
어휘 1041~1080
비교 구문 어휘1081~1120
비교 구문 어휘1121~1160
병치 도치 어휘1161~1200

★ 추가 전달 사항
1.
2.
3.
4.
5.
6.

수업시간 엄수하고 출석 100% 달성합시다! (공결은 출석 인정!)
간단한 예습과 배운 내용 복습 40~50분 필수입니다!
매일 정답 어휘 40개 외우기 쉽게 설명 예정이며, 집에서 Self-Test 하여 다음 수업에서 제출합니다!
스터디를 조직해 줄 예정이며, 열심히 참석하면 우수 스터디 상도 있습니다!
이번 차수 여러분을 최대한 도울 예정이니 우리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의욕적으로 열공합시다!
네이트 공유메일 아이디 katelee3 패스워드 toeic990

궁금한 사항은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이메일 katelee@cnu.ac.kr 으로
또는 010-7613-6910 으로
문자 문의 하세요! :)

★ 강좌명: 토익 중급 LC 종합 (중급 LC + 실전 2회 + 회화 상승)
★ 담당교수: 이은경 Ph.D.
★ 연락처: katelee@cnu.ac.kr, 010-7613-6910 (문자 문의)

★ 강의 목표
☆ 현재의 점수와 무관하게 학생들 모두를 750~900점 이상의 점수와 실력으로 향상시킵니다.
중급 LC과정을 통하여, 토익LC를 만점 수위로 끌어 올리고, 회화와 토스의 역량도 향상시킵니다.
부교재 실전을 병행하여, 토익 어휘 및 토익실전을 함께 진행하여 정기토익에 필요한 지식을 종합적
으로 습득하고 신토익 고득점 감각을 최대한 끌어 올립니다.
특히 토익 LC 만점 자신감을 채워주고 RC 실전 감각을 보완하며, 취업, 공무원, 대학원, 유학 등의
준비를 확실하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강의 특징
☆ 중급 LC: 본교재 LC와 어휘집, 부교재 실전 풀이를 병행하여 시간을 최대 활용하고, 정답 어휘,
받아쓰기, 문장암기. 실전연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장 재미있게” “1분도 낭비가 없는”
만점 수업을 진행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학생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친구처럼 다정하게” “
학생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상호 교류적 교육 방식을 지향합니다.
본 강좌에서는 “토익 LC 자신감을 최고로 높이는” 학습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영어사랑, 영어자신감,
취업 자신감, 긍정적 마인드를 발전시켜서 자연스럽게 열공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줍니다.
★ 강의 교재: 해커스 토익 LC (2018 신토익)
- 부교재 무료제공 (개강일 배부) : 신토익 실전 1,2회 + 신토익 필수 어휘 1100
- 휴대용 미니 어휘집 (개강일 배부)
★ 강의일정

Week
Week
Week
Week
Week
Week

1
2
3
4
5
6

해커스 LC 진단고사, Part 1,2,3
해커스 LC Part 1,2,3

어휘 1~100, 부교재 RC Test 1

어휘 101~200, 부교재 RC Test 1

해커스 LC Part 1,2,3,4 어휘 201~300, 부교재 RC Test 2
해커스 LC Part 1,2,3,4 어휘 301~400, 부교재 RC Test 2
해커스 LC Part 2,3,4

어휘 401~500, 부교재 RC Test 3 어휘퀴즈 1~500 제공

해커스 LC Part 2,3,4

어휘 501~600, 부교재 RC Test 3 어휘퀴즈 501~1100 제공

★ 추가 전달 사항
1.
2.
3.
4.
5.
6.

수업시간 엄수하고 출석 100% 달성합시다! (공결은 출석 인정!)
간단한 예습과 배운 내용 복습 40~50분 필수입니다!
매일 정답 어휘 50개 외우기 쉽게 설명 예정이며, 주말에 Self-Test 하여 다음 주 월욜 제출합니다!
스터디를 조직해 줄 예정이며, 열심히 참석하면 우수 스터디 상도 있습니다!
이번 차수 여러분을 최대한 도울 예정이니 우리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의욕적으로 열공합시다!
네이트 공유메일 아이디 katelee3 패스워드 toeic990

궁금한 사항은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이메일 katelee@cnu.ac.kr 으로
또는 010-7613-6910 으로
문자 문의 하세요! :)

★ 강좌명: 토익 실전 종합 (실전 RC/LC)
★ 담당교수: 이은경 Ph.D.
★ 연락처: katelee@cnu.ac.kr, 010-7613-6910 (문자 문의)
★ 강의 목표
☆ 토익문법, 정답어휘, 싱글 더블 트리플 독해, 실전 문제, 정기토익 기출문제를 총괄적으로 집중 학습
하여 6주 동안 학생들 모두를 250~300점 향상시킵니다.
정기토익과 동일한 포맷의 본교재와 부교재 실전 6~12회를 철저하게 풀어가는 과정에서 정기토익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종합적으로 학습하고 토익 문법 총괄, 가장 빠른 독해를 통해 신토익 실전 감각
을 최단기에 만점 or 고득점 수위로 성공적으로 끌어 올립니다.
특히 토익 RC 시간 관리 능력을 최고속 상승시키고, 신토익 어휘 100%확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RC 트리플 독해를 가장 쉽게 풀면서 성적을 최단기 급상승 시킵니다.
☆ 현재의 점수와 무관하게 학생들 모두를 만점 or 고득점 수위의 점수와 실력으로 향상 시킵니다.
본교재와 부교재 실전LC 1~12회를 푸는 과정을 통하여, 단순 점수향상이 아니라 파트 1,2,3,4 유형
완벽 이해하고, 받아쓰기1~12회 MP3 반복청취를 통하여, 만점 수위의 듣기 실력과
공기업, 대기업 및 외국 계열 회사에 무난히 취직할 수 있는 영어 성적과 다양한 분야 영어 시험을
모두 잘 준비할 수 있는 역량과 탁월한 실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강의 특징
☆ 실전 LC: 본교재 실전 LC와 신토익 어휘, 부교재 실전LC를 병행하면서, 정답어휘, 받아쓰기, 오답
문장 암기, 문제 먼저 읽기, Paraphrasing 연습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신토익 만점 활동을 통하여
“쉽고 재미있게” “1분까지 최대 시간 활용” “학생들이 공감하는 만점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실전 RC: “친구처럼 다정하게” “학생들과 활발하게 상호 교류하는” 교육 방식을 목표로 지향하며,
본교재 실전RC, 신토익 어휘집, 부교재 실전RC를 병행하면서, 정기토익에서 중요한 “시간 관리”를
평소에 실천하고, 정확한 문법 설명, 빠른 독해력, 특히 트리플 독해 가장 쉽게 학습할 수 있고,
“만점 자신감을 심어주고” 학습법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긍정적 마인드를 발전시켜서 의욕적으로 열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 강의 교재: ETS 공식실전서 RC (신토익), ETS 공식실전서 LC (신토익)
- 부교재 무료제공 (개강일 배부) : 신토익 실전 문제집 + 신토익 실전 필수 어휘 1200
- 휴대용 미니 어휘집 (개강일 배부)
★ 강의 일정

Week
Week
Week
Week
Week
Week
★
1.
2.
3.
4.
5.
6.

1
2
3
4
5
6

녹색 부교재 Test 1, 어휘 1~100
본교재 Test 1

어휘 학습 101~200, 어휘퀴즈 1~300

본교재 Test 2

어휘 학습 201~400, 어휘퀴즈 301~600

본교재 Test 3

어휘 학습 401~600, 정기토익 실전 추가

본교재 Test 4

어휘 학습 601~800, 어휘퀴즈 601~900

본교재 Test 5

어휘 학습 801~1000, 어휘퀴즈 901~1200

추가 전달 사항
수업시간 엄수하고 출석 100% 달성합시다! (공결은 출석 인정!)
간단한 예습과 배운 내용 복습 40~50분 필수입니다!
매일 정답 어휘 50개 외우기 쉽게 설명 예정이며, 집에서 Self-Test 하여 다음 수업에서 제출합니다!
스터디를 조직해 줄 예정이며, 열심히 참석하면 우수 스터디 상도 있습니다!
이번 차수 여러분을 최대한 도울 예정이니 우리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의욕적으로 폭풍 열공합시다!
네이트 공유메일 아이디 katelee3 패스워드 toeic990

궁금한 사항은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이메일 katelee@cnu.ac.kr 으로
또는 010-7613-6910 으로
문자 문의 하세요! :)

★ 강좌명: 토익 실전 종합 (실전 RC/LC)
★ 담당교수: 이은경 Ph.D.
★ 연락처: katelee@cnu.ac.kr, 010-7613-6910 (문자 문의)
★ 강의 목표
☆ 토익문법, 정답어휘, 싱글 더블 트리플 독해, 실전 문제, 정기토익 기출문제를 총괄적으로 집중 학습
하여 6주 동안 학생들 모두를 250~300점 향상시킵니다.
정기토익과 동일한 포맷의 본교재와 부교재 실전 6~12회를 철저하게 풀어가는 과정에서 정기토익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종합적으로 학습하고 토익 문법 총괄, 가장 빠른 독해를 통해 신토익 실전 감각
을 최단기에 만점 or 고득점 수위로 성공적으로 끌어 올립니다.
특히 토익 RC 시간 관리 능력을 최고속 상승시키고, 신토익 어휘 100%확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RC 트리플 독해를 가장 쉽게 풀면서 성적을 최단기 급상승 시킵니다.
☆ 현재의 점수와 무관하게 학생들 모두를 만점 or 고득점 수위의 점수와 실력으로 향상 시킵니다.
본교재와 부교재 실전LC 1~12회를 푸는 과정을 통하여, 단순 점수향상이 아니라 파트 1,2,3,4 유형
완벽 이해하고, 받아쓰기1~12회 MP3 반복청취를 통하여, 만점 수위의 듣기 실력과
공기업, 대기업 및 외국 계열 회사에 무난히 취직할 수 있는 영어 성적과 다양한 분야 영어 시험을
모두 잘 준비할 수 있는 역량과 탁월한 실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강의 특징
☆ 실전 LC: 본교재 실전 LC와 신토익 어휘, 부교재 실전LC를 병행하면서, 정답어휘, 받아쓰기, 오답
문장 암기, 문제 먼저 읽기, Paraphrasing 연습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신토익 만점 활동을 통하여
“쉽고 재미있게” “1분까지 최대 시간 활용” “학생들이 공감하는 만점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실전 RC: “친구처럼 다정하게” “학생들과 활발하게 상호 교류하는” 교육 방식을 목표로 지향하며,
본교재 실전RC, 신토익 어휘집, 부교재 실전RC를 병행하면서, 정기토익에서 중요한 “시간 관리”를
평소에 실천하고, 정확한 문법 설명, 빠른 독해력, 특히 트리플 독해 가장 쉽게 학습할 수 있고,
“만점 자신감을 심어주고” 학습법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긍정적 마인드를 발전시켜서 의욕적으로 열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 강의 교재: ETS 공식실전서 RC (신토익), ETS 공식실전서 LC (신토익)
- 부교재 무료제공 (개강일 배부) : 신토익 실전 문제집 + 신토익 실전 필수 어휘 1200
- 휴대용 미니 어휘집 (개강일 배부)
★ 강의 일정

Week
Week
Week
Week
Week
Week

1
2
3
4
5
6

녹색 부교재 Test 1, 어휘 1~200
본교재 Test 1

어휘 학습 201~400, 어휘퀴즈 1~300

본교재 Test 2

어휘 학습 401~600, 어휘퀴즈 301~600

본교재 Test 3

어휘 학습 601~800, 정기토익 실전 추가

본교재 Test 4

어휘 학습 801~1000, 어휘퀴즈 601~900

본교재 Test 5

어휘 학습 1000~1200, 어휘퀴즈 901~1200

★ 추가 전달 사항
6. 수업시간 엄수하고 출석 100% 달성합시다! (공결은 출석 인정!)
7. 간단한 예습과 배운 내용 복습 40~50분 필수입니다!
8. 매일 정답 어휘 50개 외우기 쉽게 설명 예정이며, 집에서 Self-Test 하여 다음 수업에서 제출합니다!
9. 스터디를 조직해 줄 예정이며, 열심히 참석하면 우수 스터디 상도 있습니다!
10. 이번 차수 여러분을 최대한 도울 예정이니 우리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의욕적으로 폭풍 열공합시
다!
6. 네이트 공유메일 아이디 katelee3 패스워드 toeic990
궁금한 사항은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이메일 katelee@cnu.ac.kr 으로
또는 010-7613-6910 으로
문자 문의 하세요! :)

★ 강좌명: 토요 집중 중급 RC
★ 담당교수: 이은경 Ph.D.
★ 연락처: katelee@cnu.ac.kr, 010-7613-6910 (문자 문의)
★ 강의 목표
☆ 토익문법, 토익어휘, 토익독해를 종합적으로 학습하여 6주 동안 200점 이상 모두 향상시킵니다.
토요집중 중급 RC과정을 통하여, 토요일 오전 3시간을 최대한 100% 풀가동하여, 6주 총 18시간
내에 토익에 꼭 필요한 핵심 지식을 초고속으로 습득하고 필수 문법, 빠른 독해 및 신토익 감각을
최대한 끌어 올립니다. 또한 부교재 (실전LC 1~3회)를 통해서 LC성적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즉, 본 강좌는 토익 핵심 RC를 주로 다루지만, 신토익 어휘1200과 부교재 실전 LC를 병행
하여 정기토익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강의 특징
☆ 중급 RC: “친구처럼 다정하게” “학생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교육 방식을 지향하며, 본교재 RC와
신토익 어휘집, 부교재 실전을 병행하여 시간을 최대 활용하고, 정확한 문법 설명, 가장 빠른 독해
무엇보다 “토익 자신감을 최고로 높이는” 학습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영어 자신감, 취업 자신감,
긍정적 마인드“를 발전시켜서 자연스럽게 열공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줍니다.
★ 강의 교재: 해커스 토익 RC 2018 (신토익)
- 부교재 무료제공 (개강일 배부) : 신토익 실전 1,2,3회 + 신토익 필수 어휘 1200
- 휴대용 미니 어휘집 (개강일 배부)
강의일정 (Type 5)

Week
Week
Week
Week
Week
Week

1
2
3
4
5
6

진단고사, 능동태 수동태, 신토익 어휘 1~200, 부교재 LC Test 1
시제와 가정법 신토익 어휘 201~400, 부교재 LC Test 1
T0부정사 동명사 신토익 어휘 401~600, 부교재 LC Test 2
대명사 형용사, 신토익 어휘 601~800, 부교재 LC Test 2
전치사, 부사절 신토익 어휘 801~1000, 부교재 LC Test 3
명사절, 비교구문 신토익 어휘 1001~1200, 부교재 LC Test 3

★ 추가 전달 사항
1.
2.
3.
4.
5.
6.

수업시간 엄수하고 출석 100% 달성합시다! (공결은 출석 인정!)
간단한 예습과 배운 내용 복습 40~50분 필수입니다!
매주 정답 어휘 120개 외우기 쉽게 설명 예정이며, 집에서 Self-Test 하여 다음 주 매번 제출합니다!
스터디를 조직해 줄 예정이며, 열심히 참석하면 우수 스터디 상도 있습니다!
이번 차수 여러분을 최대한 도울 예정이니 우리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의욕적으로 폭풍 열공합시다!
네이트 공유메일 아이디 katelee3 패스워드 toeic990

궁금한 사항은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이메일 katelee@cnu.ac.kr 으로
또는 010-7613-6910 으로
문자 문의 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