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시 토플 완전집중 프로그램  
레벨에 따른 수업 및 코칭 개요  

 

기초반  
  

1) Reading:  
주제별 토플 리딩 passage 하나를 정해서 각 문단별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진행합니다. 문제로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리딩 passage를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하는가” 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실전에 출제되는 각 문제와 
passage 의 유형분석과 문제 푸는 법을 배우고 연습합니다.  

 
     2) Listening:  

토플 리스닝에는 conversation과 lecture 이렇게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 Conversation 유형은 대화의 패턴과 흐름을 잡아내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법을 배우고 연습합니다. Lecture 유형에서는 스크립트를 
기반으로한 노트테이킹 방법을 터득하고 문제 푸는 법을 배우고 연습합니다.  

 
    3) Speaking:  

문제 1번부터 6번까지의 유형을 분석하고 각각의 문제 유형에 맞는 접근법을 
연습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는 방법을 익히고, 
주제에 맞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갖고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스피킹에는 피드백을 드리는 코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Writing:  

라이팅은 독립형과 통합형 문제가 있습니다. 독립형 문제에서는 주제에 맞게 
아웃라인을 잡는 방법을 연습합니다. 글쓰기에서 많이 하는 실수는 질문에 
벗어난 답을 하고 충분한 detail을 전달하지 않아 채점자가 너무 많은 궁금증이 
생기게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연습을 하고, 글 
사이 사이의 Linking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연습을 합니다. 통합형 문제에서는 
리스닝의 내용과 리딩 사이의 논점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습득합니다. 
라이팅은 첨삭 및 피드백을 드리는 코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급 실천반  
 
 

1) Reading:  
ETS 주관 출판사 텍스트북과 미국 토플 전문 웹사이트의 리딩 passage 를 
바탕으로하여 실전 대비 전략중심의 문제풀이법을 터득합니다. 각 주제별로 
중요한 단어들 정리 및 테스트 코칭합니다.  
Listening: 개인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Conversation 및 Lecture/discussion 문제 
Dictation 과 Shadowing 을 진행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집중해서 들어야하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로 제시되는지를 습득합니다. 리스닝 노트테이킹 숙제와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드리는 코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2) Speaking:  

문제 유형별 접근법을 개인에 맞게 달리하여 연습하고, 문장의 흐름이 끊기지 
않으면서 대답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도록 연습합니다. 매일 스피킹 과제가 
주어지고 피드백을 드리는 코칭이 포함됩니다.  

 
      3) Writing:  

실전처럼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브레인 스토밍을 하고 문장을 주제에 
벗어나지 않게 쓸 수있는지 집중적으로 훈련합니다. 또한 다양한 질문에 맞는 
아이이디어를 글로 정리하는 과정을 연습합니다. 통합형 문제는 주어진 리스닝과 
리딩의 논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깔끔한 문장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교정작업을 
진행합니다.  라이팅 과제에 대한 첨삭과  피드백을 드리는 코칭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