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전준비수업은 학사관리 선생님과 함께 지정된 과제완료 유무 및 테스트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생이 선생님과 수업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를 실시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을 하여 수업의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하게 손실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학교관리시스템: 온라인 학교계정을 매일 확인하여 성적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부모님께 상황을 안내하거나 적절한 방안을  

                          제안하여 드립니다. 

3) 표준시험(SAT I /ACT)대비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무료 클리닉 수업이 개설되며 학사관리 선생님 지도하에 

문제풀이를 진행하여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Signature SAT I English (4주 프로그램 / 정원 4명) 

4/7 – 4/28  일요일 (3:00 – 4:00 p.m.)  30분 사전준비수업 

 60분 정규 테스트리뷰 

 30분 학생별 1:1 튜터링 

 자세한 일정은 문의 바랍니다. 

Rosemari N. 

5/5 – 5/26 일요일 (3:00 – 4:00 p.m.) Rosemari N. 

 

  Signature SAT I Math (4주 프로그램 / 정원 4명) 

4/7 – 4/28  일요일 (5:00 – 6:00 p.m.)  30분 사전준비수업 

 60분 정규 테스트리뷰 

 30분 학생별 1:1 튜터링 

 자세한 일정은 문의 바랍니다. 

Harrison C. 

5/5 – 5/26 일요일 (5:00 – 6:00 p.m.) Harrison C. 

 

1) Signature SAT I 수업은 최고 수준의 선생님들이 엄선된 자료만을 사용하여 진행하시는 수업입니다. 

2) Signature SAT I 수업은 소그룹 수업과 1:1 개인교습의 장점만을 모아 디자인한 수업입니다.  

3) 등록을 위하여 진단평가가 필수이며 선생님과 상의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수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ble Klass Membership (멤버쉽 프로그램) 

Primary Membership 
 멤버 특별할인 (등록기간 동안 등록하는 과목에 대한 10% 할인) 

 지정된 과목에 대하여 수업 전 30분 동안 사전준비수업 실시 

Premium Membership 

 멤버 특별할인 (등록기간 동안 등록하는 과목에 대한 10% 할인) 

 지정된 과목에 대하여 수업 전 30분 동안 사전준비수업 실시 

 학교성적 관리 시스템 

 지정된 표준시험 준비반 (SAT I/ACT)에 대한 무료 클리닉 개설 

 지정된 학교과제를 위한 TA와의 튜터링 ($40/hr) 

 헤드컨설턴트와 전공선택 및 진학과 관련된 컨설팅 학기 중 1회 (50분) 포함 



  AP Science Special Program (10회 프로그램 / 정원 5명) 

3/3 – 5/5  

AP Biology 일요일 

(Hours: TBA) 
 소수정예로 운영 

 5월 AP시험대비반 

Brian K. 

AP Chemistry Brian K. 

AP Physics 토요일 10 am – 12 pm TBA 

AP Calculus AB (Hours: TBA) Jae S. 

AP Calculus BC (Hours: TBA) Jae S. 

* 상기과목은 1:1 튜터링도 가능하며 다른 AP 과목 개설여부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AT II Chemistry Special Program (15회 프로그램 / 정원 5명) 

3/3 – 5/27  

일요일 (Hours: TBA) 

대체수업: 5/5 & 5/12 

보충수업: 5/27 (메모리얼 데이) 

 SAT II 시험대비반 

 소수정예로 운영 

 5 & 6월 시험대비 

Brian K. 

 

  SAT II Biology Special Program (15회 프로그램 / 정원 5명) 

3/3 – 5/27  

일요일 (Hours: TBA) 

대체수업: 5/5 & 5/12 

보충수업: 5/27 (메모리얼 데이) 

 SAT II 시험대비반 

 소수정예로 운영 

 5 & 6월 시험대비 

Brian K. 

 

  SAT II Physics Special Program (15회 프로그램 / 정원 5명) 

3/3 – 5/27  
일요일 (Hours: TBA) 

보충수업: 5/27 (메모리얼 데이) 

 SAT II 시험대비반 

 소수정예로 운영 

 5 & 6월 시험대비 

TBA 

 

1) SAT II Bio & Chem 과목들은 브라이언 킴 선생님께서 일요일에 진행하시는 특별 수업입니다.  

2) 등록을 위하여 진단평가가 필수이며 선생님의 승인하여 등록 및 수업진행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3) SAT II Bio & Chem 대비반의 경우 2회의 대체수업이 있습니다. 대체수업 시에는 사전에 배정된 문제풀이 및 선생님에 의한 테스트리뷰가 

진행됩니다. 또한 메모리얼데이에 보충수업이 진행됩니다. 

4) 수업일정 및 등록여부는 사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Tutoring Courses 

SAT / ACT Group Class 풀테스트 + 리뷰 + 클리닉 자세한 일정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SAT / ACT Private Tutoring 풀테스트 + 튜터링 + 추가연습문제 자세한 일정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School Subjects Tutoring 1:1 혹은 그룹 튜터링 가능 과목 및 일정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Standardized Test Simulation Package  (SAT I / ACT 테스트풀이 패키지) 

Schedules vary 

 SAT I / ACT 풀테스트 풀이 & 셀프리뷰 

 5 세트, 10세트, or 15세트 패키지 

 스코어 리포트 및 성적에 대한 상담 포함 

 튜터링 등록시 추가할인 혜택 (15%)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전 진단평가와 상담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2) SAT/ACT준비반은 학사관리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는 문제풀이 클리닉이 진행됩니다. 

3) 선별된 AP 과목에 대한 튜터링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학교과제 및 각종 에세이에 대한 튜터링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