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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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 – 8/7 (6-weeks) 

§ 수업 내용/시간  월수금 2pm-5pm 

§ 수업 가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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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에듀케이션 초등부 
일대일 밀착관리 | 틀린문제 일대일리뷰 | 매일 배운내용 퀴즈로 완벽복습 | 주별등록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Tutoring 
Tutoring | Test Prep | Summer Classes  

 

2020 SUMMER 종합반 6/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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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pm-3:30pm English (Reading, Writing, Vocab) 

 

2 교시 3:30-5pm Mathematics, Algebra, Test Prep 

Friday 2pm-3: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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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gebra를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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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수업 
• 여름방학동안 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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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SEM Education  SUMMER SCHEDULE  
6/29-8/7 |   6-week Program  |   내년 중학교 선행학습  |  Algebra, 글씨기 자신있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