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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lementary School 1st-6th  

 
알차고 재미있는 여름 

확실한 기본기. 글쓰기. 선행학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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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hcounts, Iowa Test, Essay Contest 등의 

테스트를 준비,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 대상    1-6 학년 

§ 수업기간   6/17 – 7/26 (6 weeks) 

§ 수업 내용/시간  종합반 (월/수 또는 화/목) $400 or 단과반 (하루 2 시간 과외) 

§ 라이드 가능   Burke, Centreville H-mart 무료 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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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SUMMER 종합반 6/17-7/26 
“ 영어 수학 기본실력 향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북클럽, 에세이, 사회, 과학, 컴퓨터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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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eriod Time Mon / Wed Or Tues / Thur Fri 

 

6/17-21 

6/24-28 

7/1-5 

7/8-12 

7/15-19 

7/22-26 

1 교시 10:00am-12pm English Reading, Writing  

 
Activity Lunch 12-12:30pm 

2 교시 12:30-2:00pm Mathematics, Test Prep 

3 교시 2:00-3:00pm Book Club, Essay, Debate, Vocab Quiz  

 
• Book Club:  여름방학동안 10 권 읽기를 목표로 다양한 책을 읽고, 독서후 북클럽, 

에세이 컨테스트를 통해 동기부여를 함으로서 독서하는 습관을 키우게 하고 라이팅 

실력을 올리기. 많은 한인학생에게서 나타나는 어휘력부족을 보강해주는 독서습관 

기르기. 

 

• 영어:  문법과 리딩(reading), 작문, 어휘력을 키우기 집중.책을 읽고, 생각하는 습관 

키우기.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훈련.  

 

• 수학: 학생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에 맞는 학습법 찾기. 내년 선행학습. 문제 풀이 

개념과 응용법 배우기. 다양한 형태의 많은 문제를 풀어 보기. 틀린문제 일대일로 확실히 

리뷰.  

 2019 SEM Education  SUMMER SCHEDULE  
6/17 – 7/26 |   6-week Program  |   내년 선행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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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Elementary School Subjects 
“여름방학동안 원하는 과목을 집중해서 소수정예로 공부함으로서 짧지만 효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배운내용을 토대로 숙제로 연습함으로서 내용을 완벽 이해할수있고,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수 있습니다.”  

 
<IT Programming> Sat 10-12pm 
IT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코딩 교육을 통해 창의력, 컴퓨터 사고를 기르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을 익힘. 
 

<Math Competition Math Counts> Thur 4-6pm 
수학에 자신있는 학생들은 수학 경시대회 준비를 통해 실력과 겸험을 쌓고 서술형문제를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는 기회. 
 
 

Friday Activity Tentative Schedule  
Week 1  Ice Skate  SkateNFun Zone, Manassas 
This popular skating center offers skating for all ages, skating classes and play zone for 
children. 
 
Week 2  Laser Tag ShadowLand, Chantilly  
If you’re looking for laser tag, there is no experience as immersive as this one. You’ll strap on 
a vest and disappear into an arena with a multilevel landscape covered in misty fog. 
 
Week 3  Mini Golf  Glowgolf, Springfield  
Indoor mini golf in Springfield. This unique miniature golf experience is 18 holes of indoor 
glow-in-the-dark fun for all ages. 

 
Week 4  National Zoo  Smithsonian  One of the oldest zoos in the United States. 
 
Week 5  Trampoline Flight Park, Springfield 
Jump, climb and have fun in over 15,000 square feet of connected world-class trampolines 
and other awesome activities. Our multi-attraction facility features over 50 trampolines and 
launching decks on our main court. 
 
Week 6  Kings Dominion  Richmond, VA  Virginia's premier amusement park!  

 
Week 7  Swimming Cub Run RECenter 
Fairfax County recreation and sports center featuring an indoor pool and water park with two 
water slides, a lazy river, and zero-depth entry kiddie area, and a lap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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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Education 알림 

1. 7/4 Independent day 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2. 매주 목요일은 간식 데이 입니다. ($7)   간식시간: 12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메뉴가 바뀔수 있습니다.) 

6/20(목) tropical smoothie 6/27(목) 짜장면  7/11(목) pizza  7/18(목) Starbucks  

7/25(목) 짜장면  8/1 (목) 깐풍기  8/8(목) Hibachi Lunch Out   

3. 7/18(목) Reward Day! 단어 스티커를 많이 모은 학생들을 위한 Starbucks Day 입니다. 단어 스티커를 많이 모은 학생들은 

원하는 음료를 학원이 쏩니다! J 

4. 7/26(금) King’s Dominion Field Trip 이 있습니다. 

5. 여름학기중 사진을 찍을수 있고, 부모님께, 학생에게, 학원 웹사이트에 보여질수 있습니다. 사진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미리 

말해주거나, 추후에 원치 않는다고 말씀해주시면 바로 수정해드립니다. 
 

Tuition Policy (개인적 사정으로 Refund 불가하므로 등록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수업료는 수업 적어도 1 주일전 완납 되어야 교재나 수업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2. 디스카운트의 경우에는 카드결제시 추가의 수수료때문에 디파짓 $200 이외에는 카드를 받을수 없습니다. 
3. 개인사정으로 수업을 빠지게되는경우 리펀드나 크레딧은 없습니다.  
4. 중간에 결석의 경우, 책을 결재 ($40/주) 하시면 빠진내용에 대한 수업내용을 받으실수있습니다.  
5.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리펀드는 없습니다. 크레딧의 경우, 시간당 $40(그룹)의 수업료를 제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Date 

 
Name:                                                                | Email: 
 Rising Grade:                                                     | School: 

Student Phone:                                                  | Parents Phone: 

 

ㅁ M/W or Tues/Thu English/Math $240/week  

ㅁ Mon-Thur English/Math $400/week  

ㅁ Friday Activities $40/week  

ㅁ코딩/수학 경시대회반  $640/8weeks  

ㅁ Thursday Snacks +$7/week  

ㅁ Others  

  Tuition D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