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쌤 에듀케이션 1:1 맞춤 관리형 학원  |  확실한 성적관리  |  진도와 교재를 학생에 맞추어 코칭 

e 

e 

 

 

 

 

SEM Education 2019-2020 Program  

 

 What we do: 학생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자! 
TEST PREP |  단기간에 학교 성적뿐아니라 SAT, ACT, SAT Subject Tests, AP 점수를 올려야 하는 

학생들은 쌤에듀케이션을 찾습니다. 또한 대입에 필요한 모든 원서, 에세이 작성, 선행학습을 통해 학생 

본인이 원하는 최상의 대학교 진학의 꿈을 돕습니다.   

HOMEWORK HELP |  각분야 전문 최고의 튜터가 학교 성적, 내신 관리, AP 선행학습을 책임집니다. 
 

 

 Afterschool & Weekend Classes: 확실한 스케쥴 관리 

| 학생 개개인에 맞추어 커리큘럼이 짜여집니다. | 자세한 스케쥴 시간은 문의 바랍니다. 

 

 
 
 
 
 
 
 
 
 
 

학기중 관리 스케쥴 수업내용 

Small Group 

Private 
Afterschool 

4:00-8:00pm 

• Calculus, Precalculus, Geometry, Algebra 

• (AP) Chemistry, Physics, Computer Science 

SAT / ACT Class 
Saturday 

10am-3pm 

• Critical Reading 

• Writing / Essay 

• Math 

SAT II 

Subject Test 
Saturday  

2-4pm 

• Math Level I, II 

• Chemistry, Physics 

• US, World History  

Dates 
(Score release)  

SEM Special Sessions 

10am-4pm 

2019 

10/5/19 (10/18) 9/14/19 (9/24) Thanksgiving Special 
11/27-12/2 (5days) 11/2/19 (11/15) 10/26/19 (11/5) 

12/7/19 (12/20) 12/14/19 (12/23) 
Winter Break Session 
12/21-1/5 (10days) 

2020 

3/14/20 (3/27) 2/8/20 (2/18) Spring Break Session 
4/4-4/13 (10days) 5/2/20 (5/15) 4/4 (4/14) 

6/6/20 (7/15)  Summer Session 

★쌤에듀케이션은 1:1 맞춤 관리형 고등부 전문 학원입니다. 
 

SEM Education 
Tutoring | Test Prep | College Admission  
3913 Old Lee Hwy 33A. Fairfax, VA 22030 

(703)965-8530 www.semeducation.com 

 



쌤 에듀케이션 1:1 맞춤 관리형 학원  |  확실한 성적관리  |  진도와 교재를 학생에 맞추어 코칭 

 
<Fairfax Schedule> 3913 Old Lee Hwy. Ste. 33A. Fairfax, VA 22030 

Please pick your best group tutoring schedule for 2 hours/day. 

Mon Tue Wed Thur Fri Sat 

4:00-6:00pm 4:00-6:00pm 4:00-6:00pm 4:00-6:00pm 4:00-6:00pm 
10 am-12:30pm  

SAT Math 

5:00-7:00pm 5:00-7:00pm 5:00-7:00pm 5:00-7:00pm  
12:30-3:00pm 

SAT English 

Private 

Available 

Private 

Available 

Private 

Available 

Private 

Available 

Private 

Available 
12-2:00pm 

 
<Centreville Schedule> 6440 Muster Ct. Centreville, VA 20121 

Wednesday 

7:30-9:00pm 
 

1. School Academic Subjects: Monday-Friday 2 hrs /session 

• Mathematics : AP Calculus, Precalculus, Algebra, Geometry, etc 

• Science : AP Physics, AP Chemistry, Honors Physics, Honors Chemistry, Biology etc. 
 

2. SSAT | SAT | ACT | SAT 2 : Saturday 5 hrs /session 

o Test Prep: SSAT, SAT 1 English, Math, SAT 2 Math Level 2, Chemistry, History, ACT 

o 자체교제 (실전문제 위주) 로 공부합니다.  

o 주중에는 학교수업에 집중할수있도록 하기위해서, SAT 는 금토일 주말을 권장합니다.  

o 틀린문제를 다시 보고, 다시 풀어보기위해서 Test Correction Notebook 을 준비해야합니다. 

o 기출모의고사 Practice Test 로 실전감각을 최대치로 향상 시킵니다. 

o 실제 기출문제와 분야별 핵심정리를 통한 완벽 대비 

 

<2019-2020 Calendar> 
 
 
 
 
 
 
 
 
 
 

********* 공지사항 ********** 

SEM Education 은 2020 년 3 월 한달간 휴강입니다.  

또한 5 월부터는 학원 장소가 변경될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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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ition Rate for Elementary School Tutoring 

!

 

Group Tutoring 

선불 Full 등록시  

시간당 수업료 

Private Tutoring 

선불 Full 등록시 

시간당 수업료 

Hourly/Monthly $40 $80 

30 hours $35 $70 

60 hours $30 $60 

 

★ Package 디스카운트는 선불이며, 수업시작전 완불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른학생과 share 불가능하며 

한명에게만 적용됩니다.  

★ 추후에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게될 경우, 시간당 $40 로 계산되며 나머지 금액은 학원내 수업크레딧으로 

받으실수있으시나, Refund 는 없습니다. 

★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은 체크나 캐쉬로만 수업료 지불 가능합니다. 

★ 여름특강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에 모두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올해에 다 쓰지 못한 크레딧은 내년 

학기에는 시간이 아닌 금액으로 크레딧을 계산해 드립니다. 

★ 수업시간 변동사항시에는 적어도 24 시간 전에는 알려주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12 시간안에 

schedule change/cancel 이 될 경우에는 $20 fee 가 적용 됩니다. 4 시간안에 cancel 시에는 $40 fee 가 

적용됩니다.  

 

 

 

 

2019-2020 SEM Education Registration 
STUDENT NAME: CLASS @ SEM EDUCATION:   

GRADE:  CLASS DATES:     

SCHOOL:  PAYMENT: ____________ x ____________ = ___________ 

DIAGNOSTIC TEST: DATE OF PYMT: AMOUNT PAID: 

             
*Policy: All tuition must be paid in full before the class session. There is no refund. There is no credit issued for 
no show-up without 24hour notice.  
       

Signature:      Date:     

SEM Education 
Tutoring | Test Prep | College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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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ition Rate for 7-8th Grade Tutoring 

!

 

Group Tutoring 

선불 Full 등록시  

시간당 수업료 

Private Tutoring 

선불 Full 등록시 

시간당 수업료 

Hourly/Monthly $45 $80 

30 hours $40 $70 

60 hours $35 $60 

100 hours $30 $60 

 

★ Package 디스카운트는 선불이며, 수업시작전 완불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른학생과 share 불가능하며 

한명에게만 적용됩니다.  

★ 추후에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게될 경우, 시간당 $50 로 계산되며 나머지 금액은 학원내 수업크레딧으로 

받으실수있으시나, Refund 는 없습니다. 

★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은 체크나 캐쉬로만 수업료 지불 가능합니다. 

★ 여름특강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에 모두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올해에 다 쓰지 못한 크레딧은 내년 

학기에는 시간이 아닌 금액으로 크레딧을 계산해 드립니다. 

★ 2020 3 월은 Selina 선생님이 안계십니다. 미리 스케쥴을 잡으시면 다른선생님들과 수업 가능합니다. 

또한 5 월에 학원 장소 변경이 있을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수업시간 변동사항시에는 적어도 24 시간 전에는 알려주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12 시간안에 

schedule change/cancel 이 될 경우에는 $20 fee 가 적용 됩니다. 4 시간안에 cancel 시에는 $40 fee 가 

적용됩니다.  

 

 

2019-2020 SEM Education Registration 
STUDENT NAME: CLASS @ SEM EDUCATION:   

GRADE:  CLASS DATES:     

SCHOOL:  PAYMENT: ____________ x ____________ = ___________ 

DIAGNOSTIC TEST: DATE OF PYMT: AMOUNT PAID: 

             
*Policy: All tuition must be paid in full before the class session. There is no refund. There is no credit issued for 
no show-up without 24hour notice.  
       

Signature:      Date:     

SEM Education 
Tutoring | Test Prep | College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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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ition Rate for 9-10th Grade Tutoring 

!

 

Group Tutoring 

선불 Full 등록시  

시간당 수업료 

Private Tutoring 

선불 Full 등록시 

시간당 수업료 

Hourly/Monthly $50 $100 

30 hours $40 $80 

60 hours $35 $70 

100 hours $30 $60 

 

★ Package 디스카운트는 선불이며, 수업시작전 완불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른학생과 share 불가능하며 

한명에게만 적용됩니다.  

★ 추후에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게될 경우, 시간당 $50 로 계산되며 나머지 금액은 학원내 수업크레딧으로 

받으실수있으시나, Refund 는 없습니다. 

★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은 체크나 캐쉬로만 수업료 지불 가능합니다. 

★ 여름특강을 제외한 나머지 학기 수업에 모두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올해에 다 쓰지 못한 크레딧은 내년 

학기에는 시간이 아닌 금액으로 크레딧을 계산해 드립니다. 

★ 1:1개인으로 과외를 하게 될시에는 private tutoring rate 으로 적용됩니다. 

★ 2020 3 월은 SEM Education 그룹튜터 휴강입니다. 미리 스케쥴을 잡으시면 개인튜터 가능합니다. 또한 

5 월에 학원 장소 변경이 있을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수업시간 변동사항시에는 적어도 24 시간 전에는 알려주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12 시간안에 

schedule change/cancel 이 될 경우에는 $20 fee 가 적용 됩니다. 4 시간안에 cancel 시에는 $40 fee 가 

적용됩니다.  

 

2019-2020 SEM Education Registration 
STUDENT NAME: CLASS @ SEM EDUCATION:   

GRADE:  CLASS DATES:     

SCHOOL:  PAYMENT: ____________ x ____________ = ___________ 

DIAGNOSTIC TEST: DATE OF PYMT: AMOUNT PAID: 

             
*Policy: All tuition must be paid in full before the class session. There is no refund after the 1st class of the registration. There is 
no credit issued for no show-up without 24hour notice.  
       

Signature:      Date:     

SEM Education 
Tutoring | Test Prep | College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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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ition Rate for 11-12th Grade (TJ Excluded) 

 

Group Tutoring 

선불 Full 등록시  

시간당 수업료 

Private Tutoring 

선불 Full 등록시 

시간당 수업료 

Hourly/Monthly $60 $120 

30 hours $50 $100 

60 hours $40 $80 

100 hours $35 $80 

150 hours $30 $80 

 

★ 학교공부뿐만 아니라 SAT 1 English, Math, SAT2 Subject Test 를 준비해야하는 11,12 학년에게는 과외수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스케쥴에 맞출수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 Package 디스카운트는 주중, 주말, Student Holiday, 스페셜세션에 모두 flexible 하게 2 시간씩 적용될수있으며 튜터선생님을 

최대한 이용하여 좋은 성적을 낼수있도록 스케쥴을 학생이 정하고, 학생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최대한의 효과를 

낼수있는 성적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 수업료는 선불이며, 수업시작전 완불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른학생과 share 불가능하며 한명에게만 적용됩니다. 추후에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게될 경우, 시간당 hourly($60) 로 계산되며 나머지 금액은 학원내 수업크레딧으로 받으실수있으시나, 첫번쨰 수업 

이후에 Refund 는 없습니다.  

★ 위 프로그램은 겨울방학, 봄방학을 포함한 학기중에만 가능합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never-

expire 되므로 학기중 어느때나 크레딧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은 체크나 캐쉬로만 수업료 지불 가능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1:1개인으로 과외를 하게 될시에는 private tutoring rate 으로 적용됩니다. 

★ 2020 3 월은 SEM Education SAT 를 제외한 주중 수업 그룹튜터링 휴강입니다. 미리 스케쥴을 잡으시면 다른선생님과 개인튜터 

가능합니다. 또한 5 월에 학원 장소 변경이 있을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수업시간 변동사항시에는 적어도 24 시간 전에는 알려주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12 시간안에 schedule change/cancel 

이 될 경우에는 $20 fee 가 적용 됩니다. 4 시간안에 cancel 시에는 $40 fee 가 적용됩니다.  

 

2019-2020 SEM Education Registration 
STUDENT NAME: CLASS @ SEM EDUCATION:   

GRADE:  CLASS DATES:     

SCHOOL:  PAYMENT: ____________ x ____________ = ___________ 

DIAGNOSTIC TEST: DATE OF PYMT: AMOUNT PAID: 

             
*Policy: All tuition must be paid in full before the class session. There is no refund. There is no credit issued for 
no show-up without 24hour notice.  
       

Signature:      Date:     

SEM Education 
Tutoring | Test Prep | College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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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ition Rate for TJ, college students 
!

 

Group Tutoring 

선불 Full 등록시  

시간당 수업료 

Private Tutoring 

선불 Full 등록시 

시간당 수업료 

Hourly/Monthly $60 $120 

30 hours $50 $100 

 

★ 학교공부뿐만 아니라 SAT 1 English, Math, SAT2 Subject Test 를 준비해야하는 11,12 학년에게는 과외수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스케쥴에 맞출수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 Package 디스카운트는 주중, 주말, Student Holiday, 스페셜세션에 모두 flexible 하게 2 시간씩 적용될수있으며 

튜터선생님을 최대한 이용하여 좋은 성적을 낼수있도록 스케쥴을 학생이 정하고, 학생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최대한의 효과를 낼수있는 성적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 수업료는 선불이며, 수업시작전 완불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른학생과 share 불가능하며 한명에게만 적용됩니다. 

추후에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게될 경우, 시간당 hourly($60) 로 계산되며 나머지 금액은 학원내 수업크레딧으로 

받으실수있으시나, 첫번쨰 수업 이후에 Refund 는 없습니다.  

★ 위 프로그램은 겨울방학, 봄방학을 포함한 학기중에만 가능합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never-expire 되므로 학기중 어느때나 크레딧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은 체크나 캐쉬로만 수업료 지불 가능합니다. 

★ 1:1개인으로 과외를 하게 될시에는 private tutoring rate 으로 적용됩니다. 

★ 2020 3 월은 SEM Education 그룹튜터 휴강입니다. 미리 스케쥴을 잡으시면 개인튜터 가능합니다. 

 

 

 

2019-2020 SEM Education Registration 
STUDENT NAME: CLASS @ SEM EDUCATION:   

GRADE:  CLASS DATES:     

SCHOOL:  PAYMENT: ____________ x ____________ = ___________ 

DIAGNOSTIC TEST: DATE OF PYMT: AMOUNT PAID: 

             
*Policy: All tuition must be paid in full before the class session. There is no refund. There is no credit issued 
for no show-up without 24hour notice.         
Signature:      Date:     

SEM Education 
Tutoring | Test Prep | College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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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Education College Essay / Application Program 
!

에세이는 미국대학합격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신의 스토리를 잘 담아 표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첨삭해주는 College Essay Editing Program입니다. 

    

특징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온 학생들의 배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학생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후 학생들의 Story가 담긴 Essay를 작성할 수 있도록 첨삭 지도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법적으로도 완벽한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  에세이 작성 및 교정 (300단어 이내부터~700단어까지 가능) ; story telling-hook anecdote (vivid, put 

reader in your shoes with descriptive details) ; the “kicker” 

 

대상  에세이를 준비하며 학교별 특징 파악과 주제선정 /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12학년 학생

 
Early Application Process 

due 11/1 

Regular Application Process 

due 1/1 

2hrs one-on-one session $299 $299 

Package-Unlimited Help 
$1,799 (up to 3 colleges) 

$900 due at sign-up / $899 due 10/1 

$1,799 (up to 3 colleges) 

$900 due at sign-up/$899 due 12/1 

 
Early + Regular Application Process 

due 11/1 + 1/1 

2hrs one-on-one session $299 

Package-Unlimited Help 
$2,399 (up to 6 colleges) 

$1200 due at sign-up 

2019-2020 SEM Education Registration 
STUDENT NAME: CLASS @ SEM EDUCATION:   

GRADE:  CLASS DATES:     

SCHOOL:  PAYMENT: ____________ x ____________ = ___________ 

DIAGNOSTIC TEST: DATE OF PYMT: AMOUNT PAID: 

             
*Policy: All tuition must be paid in full before the class session. There is no refund. There is no credit issued 
for no show-up without 24hour notice.         
Signature:      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