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하반기 TOEIC 시험 대비강좌 강의 계획서

강의기간 2020. 08. 29 – 12. 12 요일 토요일 시간 오전 9시 ~ 정오

강사명 - 이메일 -

교과목 TOEIC 시험 대비 강좌
(듣기/독해) 교재 해커스 토익 Reading

해커스 토익 Listening 

강의수준 850점 이상 목표반

강의목적
본 강좌는 신토익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토익 종합서를 통해 문법, 어휘, 듣기, 독해의 
기본부터,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풀이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학습하여 고득점을 달성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

강의
개요

1. 이전 학습 내용 리뷰 및 필수 어휘 학습
2. Reading 및 Listening 기본 학습 및 응용 문제 풀이
3. 정기 토익 출제 경향 파악 및 변형 문제 풀이

주차 LC 주요 내용 RC 주요 내용

1 Part 1 Course 1-2 문법 1장. 주어, 동사/ 어휘 1장. 동사
독해 1, 2장. 주제/목적 찾기 문제, 육하원칙 문제

2 Part 2 Course 1-3
문법 2장. 목적어, 보어, 수식어/ 어휘 2장. 명사 

독해 3장. Not/True 문제
3 Part 1-2 Part Test 문법 3장. 동사의 형태와 종류/ 어휘 3장. 형용사

독해 4장. 추론 문제

4 Part 3 Course 1 1-5 문법 4장. 주어와의 수일치/ 어휘 4장. 부사
독해 5장. 의도 파악 문제

5 Part 3 Course 1 6-10 문법 5장 능동태, 수동태/ 어휘 5장. 형용사 관련 어구
독해 6장. 문장 위치 찾기 문제

6 Part 3 Course 2 문법 6장. 시제와 가정법/ 어휘 6장. 동사 관련 어구1
독해 7장. 동의어 찾기 문제

7 Part 3 Part Test 문법 7장. to 부정사/ 어휘 7장. 동사 관련 어구2
독해 8장. 이메일, 편지

8 중간고사

9 실전모의고사 1회 Part 1-2, 
Part 4 Course 1 1-4

문법 8장. 동명사/ 어휘 8장. 명사 관련 어구
독해 9장. 양식 및 기타

10 실전모의고사 1회 Part 3,
Part 4 Course 1 5-9 

문법 9장. 분사/ 어휘 9장. 짝을 이루는 표현
독해 10장. 기사

11 Part 4 Course 2 1-3 문법 10, 11장. 명사, 대명사/ 어휘 10장. 유사의미 동사
독해 11장. 메시지 대화문

12 Part 4 Course 2 4-6 문법 12, 13장 형용사, 부사/ 어휘 11장. 유사의미 명사
독해 12장. 광고

13 Part 4 Course 2 7-9
문법 14, 15장 전치사, 등위접속사와 상관접속사

어휘 12장 유사의미 형용사, 부사
독해 13장. 공고

14 Part 4 Part Test 문법 15-18장 관계절, 부사절, 명사절 
독해 14, 15장. 회람, 안내문

15 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