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신정 휴무

[1] SAT 단과반
과정

수강시간 / 기간

SAT Reading
& Language

월 ~ 금 Pm 1:00~2:00 Voca Test

월 ~ 금 Am 9:00~1:00

교습비
1주당
43만원

1/2(화)~1/26(금) : 4주 과정 <1/6(토) 보강>

SAT Essay 유형반

반의특성
SAT Reading을 처음 접하는 고1 학생들을 위한 반.
기본적인 SAT Reading 유형들을 다루며 유형별 기초 문제풀이를
하는 반.

SAT Essay 개념 및 실전반

팀수업으로 진행
(팀이 없는 경우 학원으로 문의)

학원으로 문의

수강시간 / 기간

교습비

만점을 받기 위한 글의 구조와 형태를 배우고 수업 후 남아서 그
날 배운 것을 적용하여 에세이를 한 편 씩 쓰고 가게 된다. 작성한
에세이는 강사의 개별 첨삭을 통해 학생에게 피드백이 제공된다.

[2] SAT 종합반
과정

반의특성

월 ~ 토 Am 9:00~Pm 6:00
SAT Intensive
종합반

(Pm 1:00~2:00 점심 식사)
*주 3회 Full Test 실시

1주당
78만원

SAT Reading+Language+Math+Essay
SAT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반. 3월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을 위
한 반. 주 3회 Full Test 진행

1/2(화)~1/29(월) : 4주 과정
2/12(월)~2/24(토) : 구정 특강 (2주)

[3] SAT2 Subject
과정

SAT 2 Math ⅡC

수강시간 / 기간

화. 목. 토 Pm 2:00~4:00
Pm 4:00~6:00 Test

교습비
4주
81만원

반의특성
SAT2 시험 대비 기본이론정리+문제풀이반
Pre-Calculus 진도를 마친 학생만 수강가능

1/2(화)~1/27(토) : 4주 과정

SAT2 Chemistry

화. 목. 토 Pm 4:00~6:00
Pm 6:00~8:00 Test

4주
81만원

SAT2 시험 대비 기본이론정리+문제풀이반
교과목 Chemistry가 끝난 학생만 수강가능

1/2(화)~1/27(토) : 4주 과정

[4] S E N T Class ( 7,8th / 9,10th 대상)
과정

수강시간 / 기간

교습비

반의특성

기본적인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예비 7~10th 대상수
업으로 Literature 소설과 시사 topic (Junior Herald,
The World Times 등)으로 독해력 향상을 위한

READING
Novel Reading +
Issue Debate

Reading 수업을 하고, 사고력을 키워 각종 면접에 대
비하기 위한 discussion 및 debate, presentation을

월 ~ 금 am 9:00 ~ 1:00
월 ~ 금 pm 1:00 ~ 2:00 Voca+Reading test

WRITING

1주
43만원

Essay Writing +
Grammar
<정원 12명>

다루는 class. SAT/TOEFL reading에 대한 배경지식을
심어주며, 내신유지에 필요한 essay작성 능력 및 문법
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 도서는 1주에 1권씩 진행되며 학원에서 구매, 수업전
반드시 책을 읽어와야 합니다.

1/2(화)~1/26(금) : 4주 과정 <1/6(토) 보강>
2/12(월)~2/23(금) : 구정 특강 (2주)

반별 최대 정원은 12명으로 제한됩니다.

[5] AP 개념반 (단기 개념 완성)
과정

AP Calculus BC

* 2.3.4.5월: 주말 문제풀이반 개강예정
수강시간 / 기간

월. 수. 금 pm 4:00~6:30
월. 수. 금 pm 6:30-8:30 Review Test

교습비

5월 시험대비 개념정리반
4주
90만원

화. 목. 토 pm 4:00~6:30
화. 목. 토 pm 6:30-8:30 Review Test

1/2(화)~1/27(토) : 4주 과정

AP Psychology

월. 수. 금 pm 1:30~4:00
월. 수. 금 pm 4:00-6:00 Review Test

AP Calculus AB를 응시하는 학생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진도에 따라 3주+@로 등록 가능)

1/3(수)~1/29(월) : 4주 과정

AP Economics
<Micro+Macro>

반의특성

4주

5월 시험대비 개념정리반

90만원
Micro: 525,000원

Micro Only : 1/2(화)~1/16(화) <7회>

Macro: 375,000원

Macro Only : 1/18(목)~1/27(토) <5회>

4주
90만원

5월 시험대비 개념정리반

1/3(수)~1/29(월) : 4주 과정

AP Statistics

화. 목. 토 pm 1:30~4:00
화. 목. 토 pm 4:00-6:00 Review Test

4주
90만원

5월 시험대비 개념정리반

1/2(화)~1/27(토) : 4주 과정

AP Chemistry

화. 목. 토 pm 1:00~4:00
화. 목. 토 pm 4:00-6:30 Review Test

4주
108만원

5월 시험대비 개념정리반

1/2(화)~1/27(토) : 4주 과정

AP Biology

화. 목. 토 pm 4:00~7:00
화. 목. 토 pm 7:00-9:30 Review Test

4주
108만원

5월 시험대비 개념정리반

1/2(화)~1/27(토) : 4주 과정

AP Physics 1

월. 수. 금 pm 2:00~4:00
월. 수. 금 pm 4:00-6:30 Review Test

4주
81만원

5월 시험대비 개념정리반

1/3(수)~1/29(월) : 4주 과정

AP Physics 2

월. 수. 금 pm 4:00~6:00
월. 수. 금 pm 6:00-8:30 Review Test

4주
81만원

5월 시험대비 개념정리반

1/3(수)~1/29(월) : 4주 과정

AP US History

화. 목. 토 pm 4:00~7:00
화. 목. 토 pm 7:00-9:30 Review Test

4주
108만원

5월 시험대비 개념정리반

1/2(화)~1/27(토) : 4주 과정

AP World History

월. 수. 금 pm 4:00~7:00
월. 수. 금 pm 7:00-9:30 Review Test

4주
108만원

5월 시험대비 개념정리반

1/3(수)~1/29(월) : 4주 과정

[6] iBT TOEFL Class
과정

iBT TOEFL 기초반

수강시간 / 기간

월 ~ 토 am 9:00~pm 1:00
월 ~ 토 pm 1:00~2:00 Voca Test

교습비

1주
51만원

월 ~ 토 am 9:00~pm 1:00
월 ~ 토 pm 1:00~2:00 Voca Test

1/2(화)~1/29(월) : 4주 과정

Listening,Speaking,Writing,Reading 각섹션의
세부유형을 익히며, 문제풀이를 병행하는 반이다.
매주 1회 모의 Test와 Writing과 Speaking

1/2(화)~1/29(월) : 4주 과정

iBT TOEFL 중급반

반의특성

개별첨삭을 통해 피드백을 받을수 있다.
1주
51만원

기초반 : iBT TOEFL 55~75점 사이
중급반 : iBT TOEFL 75~90점 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