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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쌤에듀케이션만의 여름수업 특징 
소수 반편성, 틀린문제 일대일 리뷰  

시험후 수준에 맞는 반편성, 개개인 맞춤수업.  

영어/수학 1:1 담임제. 성적표 발송 

 

o SUMMER ENRICHMENT CAMP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도전과 성취의 

여름방학 성적올리기 프로젝트! 

학년별 County 권장도서를 빌릴수있는 도서관 

카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o 학생별 개인맞춤 프로젝트 
공부습관 기르기 ® 학습태도 개선 ® 

개념이해와 자기주도 학습 ® 집중력 향상 ® 

참가생 전원 성적향상 

개개인의 무한한 가능성¥ 발견, 장점 살리기. 

 

o TEST PREP 
본원만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CogAt, TJ 

Prep, Mathcounts, Essay Contest 등의 

테스트를 준비,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 대상    7,8 학년 

§ 수업기간   6/28 – 8/6 (6-weeks) or 6/28 – 8/13 

§ 수업 내용/시간  월수금 Math + English 1pm-4pm  

§ 수업 가격   $2200/6 주 (Register by 6/14) 

Early Bird $400off®$1800/6 주 (Register by 4/30 only) 

§ 수업 방식   온라인 virtual 수업 + (Book Club in-person 예상)

    

 
 



 

 

2021 SUMMER 종합반 6/28-8/6 
“고등학교 대비 기본실력 향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영어, 수학, 북클럽, 에세이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을 

공부하여 실력을 쌓고 싶은 학생에게 적합한 프리미엄 종합반은 쌤에듀케이션의 수준높은 프로그램입니다.” 

 

 
 

Period Time Monday Wednesday Friday 

1 교시 1pm-2:25pm English (Reading, Writing, Vocab) 

2 교시 2:30-4:30pm Mathematics, Algebra, Test Prep 

Friday 1pm-2:25pm Book Club, Essay, Debate 

 

영어/수학 종합반 

• 영어:  문법과 리딩(reading), 작문, 어휘력을 키우기 집중. 8품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용법 익혀두기. 

(8학년이 끝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더 이상 문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 리딩의 

경우에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크리티컬 리딩을 익히기. 책을 읽고, 생각하는 습관 키우기. 유명 

고전소설, 시사성 있는 문장들을 접함으로서 어휘력 키우기.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SAT 준비와 직결) 

작문은 다양한 스타일의 문장을 읽고 포맷을 익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훈련.  

 

• 수학: 학생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에 맞는 학습법 찾기. PSAT시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Pre-Algebra 또는 Algebra를 리뷰하고 개념 정리. 방정식에 관한 개념과 응용법 배우기. 다양한 형태의 많은 

문제를 풀어 보기. 틀린문제 일대일로 확실히 리뷰.  
 

• Test Prep: PSAT, SSAT를 비롯해ISEE와 같은 미국 명문고에 들어갈때 보는 시험 연습을 통해 응용력 향상. 틀린내용을 
일대일로 꼼꼼하게 리뷰하고  숙제로 더 연습.  

 

• 링크:  https://us02web.zoom.us/j/6416fcv nn870096 

 

금요일 수업 
• 여름방학동안 6 권 읽기를 목표로 다양한 책을 읽고, 독서후 북클럽, 에세이 컨테스트를 통해 동기부여를 

함으로서 독서하는 습관을 키우게 하고 라이팅 실력을 올리는데에도 도움이 되게 합니다. 독서습관은 많은 

한인학생에게서 나타나는 어휘력부족을 보강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현재로서는 금요일 수업은 때때로 

in-person 으로 만나서 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이 2 차 백신까지 맞고, 추후에 코로나 상황을 보고 관련된 

날짜,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 SEM Education  SUMMER SCHEDULE  
6/28-8/6 |   6-week Program  |   내년 중학교 선행학습  |  Algebra, Writing 자신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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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Grade:                                            | School:  
 
Test Score:                                                         | Summer goal:                                | Desired college:                                           
 
Student Phone:                                                  | Student E-mail: 
 
Parents Phone:                                                   | Parents E-mail: 
 
Address: 
 
 
Summer Schedule  

ㅁ M/W/F 1-4pm English/Math 6/28 – 8/6/2021 $1800 

ㅁ    

Tuition and Registration Form are due on April 30th, 2021 for the discounted tui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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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s Policy 
 

• 100% tuition is due on the 1st day of each month, or the registration will be cancelled. 
• With a credit card payment, there’s 4% credit card fee.  
• There is no refund after the 1st class of the registration. There is no credit issued for 

absences or being late. If a student cannot attend the class for any reason, he/she can 
attend the make-up session during the same week. (Ask for schedule individuall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Date 

 

Payments Options (There’s a 4% credit card fee) 
 

• venmo: semeducation, www.venmo.com/semeducation 
• zelle : virginiasemeducation@gmail.com, or 7039658530 

https://apps.apple.com/us/app/zelle/id1260755201?ls=1 (apple)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zellepay.zelle (android) 

• paypal: paypal.me/semeducation (Please include 4% fee they charge for the credit 
card payment) 

• check: payable to Yong Kim, 6440 Muster Ct. Centreville, VA 20121 
• Korea: 신한은행 이영숙 110 223 235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