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개강: 3/19(월) ~ 3/24(토) <1주>
2차 개강: 3/26(월) ~ 3/31(토) <1주>
3차 개강: 4/2(월) ~ 4/7(토) <1주>
[1] AP 문제풀이반 (최대 3명 정원, 1명도 개강)
과정

AP Calculus BC

AP Chemistry

수강시간 / 기간

반의특성

월 ~ 토 PM 2:00~5:00

월 ~ 토 AM 11:00~2:00

5월 AP 시험대비 문제풀이반.

AP Economics

월 ~ 토 PM 6:00~9:00

AP 시험을 대비하여 실전 문제를 풀고 수업시간에 문제 유형별 중요
컨셉을 리뷰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반. 해당 과목의 개념(Concept)을
한번 이상 끝낸 학생만 수강 가능합니다.

AP Statistics

월 ~ 토 PM 1:00~4:00

[2] SAT 1 (최대 3명 정원, 1명도 개강)
과정

수강시간 / 기간

SAT Reading 단과

월 ~ 토 AM 9:00~PM 1:00

SAT I Intensive
종합반 (전체 영역)

월 ~ 토 AM 9:00 ~ PM 6:00
(Pm 1:00 ~ Pm 2:00 점심식사)

반의특성

SAT Reading + Language 유형 및 문제풀이반
주 2회 Reading Test 진행

SAT Reading+Language+Math+Essay
5월, 6월 SAT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반.
주 3회 Full Test 진행

[3] SENT Class (최대 3명 정원, 1명도 개강) 승모
과정

수강시간 / 기간

Reading
Novel + Issue

Writing

월 ~ 금 AM 9:00~PM 1:00

Essay + Grammar

반의특성

5~10th 학생들을 위한 영어 Book club형식의 General Reading & Writing 수업
소설책과 최신 메거진을 통해 학생들은 배경지식은 물론이고 영어 독해 능력을 키우는데 많
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여러 유형의 Essay를 쓰는 방법을 배우고, 일반 문법 체계를 정
리 하는 반.

※ 수강 신청시 유의 사항

※ 본 학원은 아래와 같이 환불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모든 수업은 수강인원이 1명이라도 개강됩니다.

1. 수업 전: 100% 환불 (1회 수강 후 환불 요청할 경우 1회 제외 후 환불)

2. 모든 정규 수업은 최소 1주 이상 등록만 가능합니다.

2. 수업 시작 후: 1) 1/3 경과전 -> 2/3 해당액 반환

3.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보강이 불가합니다.

1) 1/3 경과전 -> 2/3 해당액 반환 , 1/2 경과전 -> 1/2 해당액 반환
2) 1/2 경과후 -> 환불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