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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여름 특강
Digital SAT®  Paper SAT®  ACT®  

AP®  IB®  IGCSE®  
1 : 1 Tutoring

JUN. 5 - AUG. 25

결국, 성적 상승과 입시 성공은 
이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프린스턴리뷰 여름특강 실적 

프린스턴리뷰 SAT® 여름특강 실적

SAT® 수강기간별  평균점수 향상  추이 그래프

학생별 점수 향상 그래프

본 내용은 프린스턴리뷰 강사들이 22년 재원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합니다.

            2017 ~ 2022년 6년 연속 여름특강 타임별                  연속 마감! 여름특강은 올해도 역시 프린스턴리뷰!

고득점 Official SAT Score

이름 구분 점수

노00  한국 1600

김00  미국 1590

노00  한국 1590

서00  미국 1580

신00  미국 1580

홍00  한국 1570

이00 베트남 1560

허00 미국 1560

양00 인도네시아 1550

조00 한국 1550

8주 360

7주 290

6주 260

5주 170

4주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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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수강기간별 평균점수 향상 추이 그래프

본 내용은 프린스턴리뷰 강사들이 재원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합니다.

학생별 점수 향상 그래프

프린스턴리뷰 ACT® 여름특강 실적

            2017 ~ 2022년 6년 연속 여름특강 타임별                  연속 마감! 여름특강은 올해도 역시 프린스턴리뷰!

고득점 Official ACT Score

이름 구분 점수

김00 미국 36

김00 미국 35

김00 한국 35

이00 한국 35

현00 미국 34

류00 미국 34

최00 일본 34

송00 미국 33

박00 미국 33

이00 한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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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초반에는 환경/수업이 여러모로 조금은 "빡세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저는 특히 블랙반이라 날마다 시험을 

보는게 처음엔 좀 적응이 안됐었어요ㅜㅜ 

근데 다니다보니 숙제와 단어외우기도 점점 익숙해지고 

덕분에 공부 습관도 들이고 실전시험경험도 쌓고 좋았던것

같아요. 쌤들이야 뭐 제가 말할 필요도 없이 잘 가르쳐 

주시지만 특히 눈치보지 않고 질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가 애매한것도 확인하면서 배우는 편이라ㅎㅎ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시험을 정말 많이 풀다보니까 sat 자체가 

별로 불편하게 느껴지지가 않고 덕분에 실전시험에서도 

하나도 안떨고 맘편히 풀고왔슴당!! 티퍌 짱 ♥ 쌤들 짱 ♥

사실 제가 걱정이 많은편이기도 하고 그동안 점수가 많이 

오락가락해서 너무 불안했는데 8월 직전특강으로 선생님들

께서 부족한점을 잡아주시고 모르는 문제에 대한 질문도 

빠르게 답변해주신 덕분에 안정적인 점수와 자신감 둘 다 

얻을수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주 안에 과연 발전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리딩과 라이팅 푸는 

속도를 5분이상 줄였고 수학에서는 실수를 전혀 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이 성과는 제 노력뿐만 아니라 직전특강에

서의 꾸준한 관리와 언제든 질문할 수 있는 편안한 

학습환경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하자면 수업 내용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계속 

응원해주셔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공부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저는 라이팅 다니엘 선생님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설명이 알아듣기 쉬웠고 크고 

작은 팁들을 많이 주셨어요. 8월 직전특강 모든 선생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시험보기 일주일전에 직전특강을 들었는데 매일 full test

풀면서 pace도 유지할수있었구 특히 writing은 니엘쌤이 

Boot camp때 배웠던 기본적인것까지 정리해주셔서 

까먹었던 것들도 다시 기억할수있엇구 수학은 full test를 

매일보다 보니까 문제유형이 보여서 셋째넷째날부터는 

그냥 손이 막 자동으로 움직였오요 ㅎㅎ Taylor쌤도 

question에서 나올수 있는 hint랑 trick같은거 잘 설명해

주셔서 실제 시험볼때 진짜 도움 엄청 됐어요! Tony쌤이 

passage분석하는거 너무 잘알려주셔서 읽다보면 아 

여기서 문제가 나오겠다 라는 부분이 보였어요 할튼 직전 

특강 강츄합니다>_< 직전특강 듣고 230점올랐슴다….!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쌤! 

작년 8월에 1220, 10월에 1180 받았는데 이번 8월엔 1520 

받았습니다.우선 관리 시스템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가 저번 여름에 다닌 학원은 

조금 자유로운 느낌이였는데 그러다보니 좀 늘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선 조금 빡세게 관리해주다 보니 

좀 덜 늘어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학년 대학원서 넣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프린스턴 리뷰 등록을 했습니다. 점수 안나오면 

어쩔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학원에서 

주는 자료들 퀄리티랑 강사선생님들의 꾸준한 지지에 

놀랐고 그덕에 오길잘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열심히 한만큼 모의고사 점수에서 보였던 곳이였고, 

하다보니 어느새 목표점수를 달성했습니다.

수강생 장ㅇㅇ 수강생 이ㅇㅇ

수강생 이ㅇㅇ

수강생 김ㅇㅇ

수강생 한ㅇㅇ

프린스턴리뷰 수강생 후기
 오직 학생들의 성적과 학부모님들의 만족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딩선생님들이 번갈아서 들어와주신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문제를 분석하기 보다 본문을 읽고 해석

하고 문제에서 답을 찾는 방법이 더 맞는 거 같은데 제가 하던 

방식대로만 하다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생겼는데, 저에게 

맞는 선생님께서는 제가 해오던 것에서 실수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셨고 제가 해오지 않던 방식으로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께서는 제가 놓치는 부분들을 보완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프린스턴리뷰에

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시험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철호 선생님의 수업 강점은 지루하지

않게 수업의 페이스가 조절된다는 것과 개념설명 후 적절한 

문제풀이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더욱 심도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특강을 듣고 미국에 와서 혼자 공부 해보니 질문을 해결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풀 문제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공부에 대한 의지도 사라지고 집중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월 특강을 수강함으로써 이런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받아서 매우 좋았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 제대로 

수업이 가능할까 의심했지만 직접 학원에서 수강하는 것과 

다름없이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업해주셔서 문제없이 

수업했습니다. 또한 10월 특강에서 풀어본 유형들이 10월 

시험에 많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다들 강조하는 감 이라는걸 

무시 할 수 없는게 월요일부터 매일매일 푸니까 점수가 

점점 향상되었고 최종적으로 시험 점수에서 만족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사실 제일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수학이었지만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았는데 클레어

쌤의 완벽한 판서와 수업이 제 점수를 만들었어요! 수업이 

아니더라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속 응원이랑 칭찬 

해주셔서 힘든 학원생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당 티피알 

최고 여신 클레어쌤 사랑합니당...ㅎㅎ

학원 SAT 수업은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었는데 TA 

선생님들, 그리고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수업 안팎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더 잘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이 있을 때도 언제든지 친절하게, 제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주셔서 제가 주로 무엇을 어려워하는

지, 그리고 어려워하는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바로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특히나 마지막 주 특강에서 최근 

SAT 기출을 풀어본 게 SAT 문제 (특히 리딩) 스타일에 

익숙해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단기간에 100점을 

올리게 도와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8월 특강에는 라이팅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 10월 

특강은 리딩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사실 전에도 

테일러쌤께서 지문 읽으면서 푸는게 가장 효율적이다고 

하셨는데 아직 리딩문제들에 많이 익숙치않은 상태에서 읽

는방법을 바꾸려하니 좀 무서웠(?) 던거 같아요. 그런데 

10월특강때 한번 도전해봤는데 하루만에 틀리는 개수가 

반으로 줄었어욬ㅋㅋㅋㅋㅋㅋ 진짜진짜진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type of error로 틀린답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니 오답이 훨씬 눈에 잘 들어왔던것 같습니다.

8월 특강이 여름방학 동안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되새김 해주는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시험전에 

출제 문제들을 여러 번 풀고 정확한 설명을 들으니깐 

실전에서도 감이 잘 잡히더라고요 ㅜ 그리고 질문 하면 

이해 될때까지 설명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고 

점수가 이만큼 오른 게 어벙벙할 정도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와서 행복해요. 프린스턴리뷰 짱 ㅜ ㅜ

수강생 이ㅇㅇ

수강생 이ㅇㅇ

수강생 신ㅇㅇ

수강생 김ㅇㅇ

수강생 이ㅇㅇ

수강생 홍ㅇㅇ



2023 SAT 여름특강

TPR SUMMER PROGRAM

Spring 
Study Guide

Summer 
Study Plan

Post Summer 
Study Plan

우리 아이들이 1분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 할 수 있도록 고민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프린스턴리뷰의 여름특강은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됩니다.

귀한 여름 특강, 첫 주부터 달리기 위해 봄부터 시작합니다.

Warm-Up Program

9회 동안에 길러지는 놀라운 학습 습관을 

최신 문제 경향이 포함된 
SPRING STUDY GUIDE로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체험학습용 학원과는 비교를 거부합니다.

저녁 6시 이후부터 주말까지 

Program Management

전담 관리선생님을 통한 학원에서의 관리는 당연!

수업 이후의 시간까지 케어하여 단기간에 고득점 완성.

여름특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특별한 TPR 프로그램

After Summer Program

TPR 여름 SAT / ACT 특강을 수강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생의 유형에 맞는 MBTI식 오답노트 관리가 

10월 SAT 시험 전까지 매주 토요일 총 5회 제공됩니다.



2023 SAT 여름특강

2023 SAT 여름특강 안내문

수강 기간

수업 시간 9:00 - 18:00

수업 구성 ① 전 과정 정규수업 5일 + 성적처리 모의고사 1회 + Optional 모의고사 1회 + Lockdown Study

② 스케줄 각 과정 페이지 참고

등록 안내

할인 안내

수강 안내 ① SAT 여름특강은 매주 월요일 수강 시작 가능합니다.

② 개강 당일 등록은 불가능하며 등록 마감일은 전 주 금요일입니다.

③ 금요일 성적처리 모의고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 시 반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일요일 Optional 모의고사는 선택사항이며 Paper form으로만 제공됩니다.  * 무료응시

⑤ 여름특강 모든 과정은 최소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될 수 있으며 폐강은 개강 3일 전 공지됩니다.

⑥ 여름특강 모든 과정은 학원 사정으로 수업 스케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⑦ 연장 등록의 경우 결제 초기에 제공된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⑧ 수강료 환불은 교육청 환불기준에 의거합니다.

6.5 (월) - 8.25 (금) 총 12주

최소 수강 기간 : 2023 Digital SAT / Paper SAT / ACT 여름특강 - 4주 이상 등록 가능

1. 얼리버드 할인

   ① 1차 얼리버드 : 25% 할인 [1/31 (월) 까지]

   ② 2차 얼리버드 : 15% 할인 [2/28 (월) 까지]

   ③ 3차 얼리버드 : 10% 할인 [3/31 (금) 까지]

   ④ 4차 얼리버드 : 5% 할인 [4/30 (일) 까지]

  * 기타 할인 중복 시 최대 20% (1월 제외)

2. 기타할인

   ① 설명회 참석 : 5% 할인 

   ② 친구 동시 등록 : 5% 할인

   ③ 형제 동시 등록 : 5% 할인

    * 설명회 할인은 설명회 당일 등록시 적용

    * 모든 할인은 최대 20%까지 중복 적용됩니다. (1월은 최대 25%)

    * 친구와 형제는 중복 할인이 불가하며 인원수 관계없이 같은 날 등록시 5% 적용



2023 SAT 여름특강

프린스턴리뷰 목표 맞춤형 분반 시스템

SAT 각 섹션 별 문제 유형 적응을 위해 최적화 된 이론수업입니다. 

BOOT CAMP 수료 후 모의고사 점수 진단 즉시, 

각자의 목표를 가장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커리큘럼을 제시합니다.

⁎학원 일정에 따라 수업시간 스케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9:00 - 09:50

이론 수업
(R+W+M)

이론 수업
(R+W+M)

이론 수업
(R+W+M)

이론 수업
(R+W+M)

이론 수업
(R+W+M)

Optional
Mock Test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Lunch

14:00 - 14:50
문제풀이

/
Skill Building

/
Vocab Test

문제풀이
/

Skill Building
/

Vocab Test

문제풀이
/

Skill Building
/

Vocab Test

문제풀이
/

Skill Building
/

Vocab Test

Mock
Test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18:00 - 18:50 Dinner

19:00 - 20:50

(Lockdown

자물쇠 학습)

Vocab
유료특강

/
TOEFL
유료특강

Math
유료특강

/
TOEFL
유료특강

Vocab
유료특강

/
TOEFL
유료특강

Math
유료특강

/
TOEFL
유료특강

Vocab
유료특강

21:00 - 21:50 자습 공간 제공

Digital SAT / Paper SAT BOOT CAMP - 
SAT 여름특강 1주차 필수 과정

BOOT 
CAMP

TPR BLACK

REGULAR

MI
 (Math Intensive)

MOCK 
TEST

(성적표 제공)



2023 SAT 여름특강

⁎학원 일정에 따라 수업시간 스케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원 일정에 따라 수업시간 스케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9:00 - 09:50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Mock
Test

Optional
Mock Test

10:00 - 10:50

11:00 - 11:50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12:00 - 12:50 Math Math Math Math

13:00 - 13:50 Lunch

14:00 - 14:50
문제풀이

/
Skill Building

/
Vocab Test

문제풀이
/

Skill Building
/

Vocab Test

문제풀이
/

Skill Building
/

Vocab Test

문제풀이
/

Skill Building
/

Vocab Test

Reading
15:00 - 15:50

16:00 - 16:50 Writing

17:00 - 17-50 Math

18:00 - 18:50 Dinner

19:00 - 20:50

(Lockdown

자물쇠 학습)

Vocab
유료특강

/
TOEFL
유료특강

Math
유료특강

/
TOEFL
유료특강

Vocab
유료특강

/
TOEFL
유료특강

Math
유료특강

/
TOEFL
유료특강

Vocab
유료특강

21:00 - 21:50 자습 공간 제공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9:00 - 09:50
문제풀이

/
Skill Building

/
Vocab Test

문제풀이
/

Skill Building
/

Vocab Test

문제풀이
/

Skill Building
/

Vocab Test

문제풀이
/

Skill Building
/

Vocab Test

Mock
Test

Optional
Mock Test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Lunch

14:00 - 14:50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15:00 - 15:50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16:00 - 16:50
Math Math Math Math

Writing

17:00 - 17-50 Math

18:00 - 18:50 Dinner

19:00 - 20:50

(Lockdown

자물쇠 학습)

Vocab
유료특강

/
TOEFL
유료특강

Math
유료특강

/
TOEFL
유료특강

Vocab
유료특강

/
TOEFL
유료특강

Math
유료특강

/
TOEFL
유료특강

Vocab
유료특강

21:00 - 21:50 자습 공간 제공

Digital SAT / Paper SAT Regular Class

Digital SAT / Paper SAT MI Class



Digital SAT

프린스턴 리뷰 강철호 대표는 Collegeboard와 Digital SAT 관련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리뷰 공식 블로그 참조)

기존 관리 프로그램을 Digital SAT에 맞추어 보완 및 추가하여 

효율적인 점수 향상을 도울 수 있도록 Upgrade 되었습니다.

대표강사들이 College Board에서 제공한 Sample Test들을 분석하고 

Paper SAT와 차이점을 도출하여 그에 맞는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Digital SAT Reading은 더 이상 Paragraph 포맷으로 나오지 않으며 모든 문장이 
Relevant information 입니다. 기존 Paper SAT Reading은 ANALYTICAL 시험이였다면 

Digital SAT Reading은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내용들을 조합하여 출제자가 원하는 

답변을 도출해내는 능력을 요구하는 SYNTHESIS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프린스턴리뷰에서는 2가지 방향과 5가지 스텝에 포커스를 두고 Curriculum을 만들었습니다.

위 Curriculum을 통해 프린스턴리뷰 학생들은 문장 하나 하나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실력을 키워 
Digital SAT Reading Section을 마스터 할 수 있습니다.

Digital SAT Math에서는 더 이상 700후반 또는 800 Guarantee 할 수 없습니다. 

기존 Paper SAT에서 나오지 않았던 유형과 더불어 더 깊은 수학적 이해도를 요구하는 시험으로 변화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시험과 달리 시간이 여유롭게 주어지지 않음으로 쉬운 문제들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Digital Adaptive Test로 바뀌면서 기존 Paper SAT에 있었던 Context 문제유형 대부분
(Development, Organization, Diction, Combining Sentence, Data Interpretation)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중해야하는 유형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Digital SAT Writing은 크게 3가지 문제 유형 (Standard Convention of English, Transition, 

Topic Emphasis)만 나오며, 특히 Adaptive 형태의 시험 특성상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Writing 문제들을 

틀리지 않는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기존 Paper SAT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던 문법유형도 

심심치않게 출제되며, 새로 출제되는 Topic Emphasis 유형의 핵심을 파악해야하기에, 
Paper SAT와 Digital SAT는 비슷하지만 다른 방향의 수업이 필요합니다.



TPR BLACK

⁎학원 일정에 따라 수업시간 스케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9:00 - 09:50
문제풀이

/
Skill Building

/
Vocab Test

문제풀이
/

Skill Building
/

Vocab Test

문제풀이
/

Skill Building
/

Vocab Test

문제풀이
/

Skill Building
/

Vocab Test

Mock
Test

Optional
Mock Test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Lunch

14:00 - 14:50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15:00 - 15:50

16:00 - 16:50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17:00 - 17-50 Math Math Math Math

18:00 - 18:50 Dinner

19:00 - 20:50

(Lockdown

자물쇠 학습)

Vocab
유료특강

/
TOEFL
유료특강

Math
유료특강

/
TOEFL
유료특강

Vocab
유료특강

/
TOEFL
유료특강

Math
유료특강

/
TOEFL
유료특강

Vocab
유료특강

21:00 - 21:50 자습 공간 제공

TPR Black Time Table

READING 
천재 양성소

WRITING 
만점 메이커

MATH 
마스터 수련장

1400점 이하 학생들이 틀리는 문제와 유형은 그 이상 만점을 노리는 

학생들이 틀리는 그것과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Passage가 

짧아진 만큼 주어진 시간도 짧아져, 더 간결하고 확실한 분석 능력이 

요구되며 특히, 단어의 뜻을 알고 유추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보통 85%의 정답률까지는 큰 노력 없이도 도달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만점에 도달하기 위해 

몇몇 실수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보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수학 만점이 당연하던 시절은 지나간지 한참입니다. 학교에서 안배우는 내용도 나오고, 

3개 이하 틀리는 학생들에게는 오답 하나당 10점 이상의 사악한 curve가 적용 됩니다. 

이를 잡지 않으면 1600은 멀어집니다.

   BLACK, 특별한 이유

SAT 최소 점수 1450점 이상 학생들이 흔히 겪는 실수와 자주 틀리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TPR 안의 또 다른 엘리트 프리미엄 클래스 학원입니다. 오래된 정보와 잘못된 지도로 고생하는 
기타 ‘체험 학습형 학원’들과는 절대 비교 거부합니다. 고득점, 그 이상의 목표를 위한 커리큘럼



2023 SAT & ACT 여름특강

할당된 수업 시간 및 성적에 따른 반 편성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이 희망하는 면학 분위기에서 강사진 및 조교의 집중관리를 통한 성공적인 학습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순환식 질의 응답 및 집중관리를 통한 학생 필요에 맞는 해답을 제공

- 학생의 선호에 따른 학습과목 및 강사진 선택가능

- 소수인원제한을 통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 환경 조성

완전한 학습 효과를 위해 필수로 익혀야하는 단어 학습과 오답노트에 추가적인 관리를 더했습니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그 날 소화하지 못한 분량은 추가 과제로 제공되며 과제 미이행 시 의무적으로 학원에 남아 

관리를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What is MANDATORY STUDY?

숙제를 하지 않은 자, 집에 갈 자격도 없다!

Reading SSP

Paper RSB

VSB

Digital RSB

Quizlet

수학
오답노트

WSB

Why is LOCKDOWN STUDY important?



섹션별 전문강사와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이용하여 단기간 점수향상을 이뤄냅니다.

⁎학원 일정에 따라 수업시간 스케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9:00 - 09:50
문제풀이

/
Skill Building

/
Vocab Test

문제풀이
/

Skill Building
/

Vocab Test

문제풀이
/

Skill Building
/

Vocab Test

문제풀이
/

Skill Building
/

Vocab Test

Mock
Test

Optional
Mock Test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Lunch

14:00 - 14:50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15:00 - 15:50 Math Math Math Math Math

16:00 - 16:50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17:00 - 17-50 Science Science Science Science Science

18:00 - 18:50 Dinner

19:00 - 20:50

(자물쇠 학습, 
질의응답)

Vocab
유료특강

/
TOEFL
유료특강

Math
유료특강

/
TOEFL
유료특강

Vocab
유료특강

/
TOEFL
유료특강

Math
유료특강

/
TOEFL
유료특강

Vocab
유료특강

21:00 - 21:50 자습 공간 제공

ACT Elite / Regular Class

ACT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1st Week 
Program

Mock Test 
(성적표 제공)

ACT Elite

각 섹션별 전문 강사들이 Passage & Question 유형 분석을 통해서 

Test Taking Skill 위주의 수업으로 이루어 지는 프린스턴리뷰 ACT Class 입니다!

2023 ACT 여름특강

ACT Regular



2023 JUNIOR Class

Mon Tue Wed Thurs Fri

09:00 – 09:50
14:00 – 14:50

Novel /  Poem Novel /  Poem Novel /  Poem Novel /  Poem Novel /  Poem

10:00 – 10:50
15:00 – 15:50

Writing Discussion Writing Discussion Discussion

11:00 – 11:50
16:00 – 16:50

RC NYT RC NYT RC

12:00 – 12:50
17:00 – 17:50

Vocab Vocab Vocab Vocab Vocab

수강 일정

등록 안내  추천 수강등록 기간 - 4주 (최대 10명 수강인원)

할인 안내 및 수강 안내  2023 SAT 여름특강 안내문 참고 (page 7)

수업 구성

개강 6/19 (월) - 8/11 (금) 총 8주

오전반 9:00 - 13:00 / 오후반 14:00 - 18:00

성공적인 입시를 마친 학생들은 문과 이과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므로 저학년부터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 합니다.

정도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올바르고 정확한 학습의 방향을 담아 커리큘럼에 담았습니다.

All in one Junior Program 에서는

- SAT reading / Literature class foundation을 다지기 위한 리딩 훈련
- New York Times를 읽으며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훈련
- 내신에서 꼭 필요한 Literary analysis writing / Argumentative writing 완성
- 단어 암기를 통해 어휘 향상 뿐 아니라 라이팅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All in one package Reading

SAT와 GPA 다 잡는 리딩 훈련. 꼭 읽어야 하는 책과 Article을 엄선해서 선정

핵심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기초를 탄탄하게!

새로워진 DIGITAL SAT의 
핵심은 단어에 있습니다.

어휘는 재산입니다. 

잘 쓰는 라이팅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 비법을 풉니다.

단순 북클럽이 아닙니다 Academic Writing Vocab 필수 어휘



2023 주중 저녁 과목별 특강

등록 안내  차수별 전체 등록만 가능 (요일별 부분 수강 불가)

수업 시간   19:00 - 21:00

주중 저녁 특강

1차 특강  6/27 (화), 6/29 (목), 7/4 (화), 7/6 (목), 7/11 (화), 7/13 (목)

2차 특강  7/18 (화), 7/20 (목), 7/25 (화), 7/27 (목), 8/1 (화), 8/3 (목)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난제들과 필수 이론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전임 TA 관리 및 학생 개별 Customized 오답노트를 제공합니다.

1차 특강  6/26 (월), 6/28 (수), 6/30 (금), 7/3 (월), 7/5 (수), 7/7 (금)

2차 특강  7/17 (월), 7/19 (수), 7/21 (금), 7/24 (월), 7/26 (수), 7/28 (금)

Digital SAT Reading에서 더욱 중요해진 Vocab을 주제별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단계 더 높은 Vocab 실력을 갖춰서 고득점에 도전하세요.

6/26 (월) - 8/3 (목) 총 6주 (주 4일 수업)

주차별 등록가능한 실전대비 수업 
SAT와 원서 준비에 바쁘고 지친 아이들을 위한 ‘단기 점수 완성’ 프로그램 입니다.

학교별 English Proficiency Requirement를 단기간에 맞출수 있습니다.

Math 특강

Vocab 특강

TOEFL 
실전 문제 특강

1차 특강  6/26 (월) - 7/14 (금) 총 3주

2차 특강  7/17 (월) - 8/4 (금) 총 3주

한 학기 진도 프로그램입니다. 과목당 월, 수, 금 또는 화, 목 반으로 운영됩니다. 
차수별 전체등록만 가능합니다. (요일별 부분 수강 불가)
단지, 구색 맞추기 위한 선행학습이 아닌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수업들만 준비했습니다.

AP / IB 과목

AP : Calculus, Statistics, Chemistry, Physics, Biology

IB : Mathematics, Chemistry, Physics, Biology

AP / IB 특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