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정 수강시간 교습비 상세 설명

1주

34만원

4주

136만원

1주

33만원

4주

132만원

1주

24만원

4주

96만원

과정 수강시간 교습비 상세 설명

월. 수. 금 PM 2:00~4:00
PM 4:00~6:30 Grammar test

1차 개강 : 6/25(월)~7/13(금) : 3주

2차 개강 : 7/16(월)~8/3(금) : 3주

과정 수강시간 교습비 상세 설명

(5~7학년 대상)

토 : AM 9:00~1:00
Pm 2:00~5:00 Essay Test

1차 개강 : 6/16(토)~7/7(토) : 4주

2차 개강 : 7/14(토)~8/4(토) : 4주

(8~11학년 대상)

토 : AM 9:00~1:00
Pm 2:00~5:00 Essay Test

1차 개강 : 6/9(토)~7/7(토) : 5주

2차 개강 : 7/14(토)~8/11(토) : 5주

(예비 IB 학생 대상)

월. 수. 금 PM 2:00~4:00
PM 4:00~7:30 Essay Test

6/25(월)~7/27(금) : 5주 과정

Grammar Master (7~9학년)

Creative Writing

(창의적 글쓰기)

IB Essay

Literary Analysis

Essay

(문학 분석 에세이)

창의적인 글짓기를 위한 저학년 영작 수업.

자신만의 독창적인 에세이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

writing 작성법과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업

학교 GPA 유지를 위한 문학 분석 에세이 수업

학교에서 주로 다루는 시, 산문, 소설 등의 문학적

이해와 분석 능력을 향상 시키고, 그에 따른 essay

작성법을 배워 자신감 있는 글쓰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IB Diploma를 이수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각종

IB 에서 다뤄지는 essay 수업.

1. 영어 수업을 위한 literary essay

2. 사회학 등을 위한 English language analysis

3. IA (Internal Assessment)

1주

27만원

* 5주 총액

135만원

4주

48만원

5주

60만원

일반 문법 완성반

1주

21만원

* 3주 총액

63만원

기초반

Focus : Writing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초 문법

수업.

중급반

Focus : SAT, TOEFL 등 각종 영어 시험을 위한 문

법 문제 풀이를 위한 심화 문법 수업

Writing Master (5~11학년)

2018년 여름방학 시간표 <6/4(월)~8/25(토) : 12주>

SevenEightNinthTenth Class (중/고등부 심화 영어 프로그램)

월 ~ 금 AM 9:00~1:00

SENT 예비 7~10학년

<오후반>
6/11(월)-8/17(금)

(10주간 진행)

월. 수. 금 PM 2:00~6:00
PM 6:00~7:00 Voca+Reading test

SENT 예비 5/6학년

6/11(월)~8/10(금)

(9주간 진행)

월 ~ 금 AM 9:00~1:00

SENT 예비

7/8, 9/10 학년

<오전반>

(전체 12주간 진행)

예비 5~10th 대상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수업

영문학 소설과 사설(Junior Herald, The World Times 등)등

으로 독해력과 사고력을 키우고, 각종 면접에 대비하기 위

한 discussion 및 debate, presentation을 다루는 class.

SAT/TOEFL 독해에 대한 배경지식을 심어주며, 내신유지에

필요한 essay작성 능력 및 문법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

다.

※ Level Test 후 성적에 따라 분반.

    매주 일요일 휴무 : 6/3(일)~8/26(일)

Reading
Novel Reading & Issue Debate

&
Essay Writing



과정 수강시간 교습비 상세 설명

1주

34만원

4주

136만원

1주

40만원

4주

160만원

과정 수강시간 교습비 상세 설명

6/25(월)~7/27(금) : 5주 과정

과정 수강시간 교습비 상세 설명

월. 수. 금 PM 4:00~6:00
PM 6:00~9:30 Essay test

7/2(월)~8/3(금) : 5주 과정

과정 수강시간 교습비 상세 설명

SAT 종합반 (리딩+수학+Essay 전체 영역)

월 ~ 토  AM 9:00~1:00

PM 1:00~1:30 Voca Test

*주 1회 Full test 실시

1주

42만원SAT I 종합반

(일반 종합반)

(전체 12주간 진행)
4주

168만원

1주

80만원

SAT Intensive 종합반

6/4(월)~8/11(토)

<10주 과정>

1주

48만원

4주

192만원

SAT I 종합반

(관리형 종합반)

(전체 12주간 진행)

월 ~ 토 AM 9:00~1:00 (수업)

월 ~ 금 PM 2:00~6:00 (학습 관리)

(PM 1:00~2:00 Lunch Break)

*주 1회 Full test 실시

종합반 수업 + 수업 후 2시~6시까지 시간대별 관

리 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숙제, 단어 암기, 리딩 지문 리뷰, 오답정리, 개별 Q&A

여름방학 이후 10월부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

생들을 위한 실전 final반.

1주일에 3회 실전 Full test를 치르고,  Steven Huh 원장의

수업 외 별도의 개별 Essay 코칭이 이뤄진다. 매일 50개씩

SAT 단어를 외우고 단어 Test를 치룬다.

월 ~ 토 AM 9:00~PM 6:00 (수업)
(PM 1:00~2:00 Lunch Break)

*주 3회 Full Test 실시

SAT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 10/1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기에 적합한 반.

SAT I 시험의 모든 영역 (리딩+수학+에세이)을 배운다.

매일 50개 SAT 단어를 외우고 단어 Test를 치룬다.

<Level에 따라 반배정>

SAT 단과반 (영역별 선택 수업)

SAT I Essay 

1주

27만원

* 5주 총액

135만원

SAT Reading 과 Writing Language 영역만 공부

하는 반.

매일 50개 SAT 단어를 외우고 단어 Test를 치룬다.

< Level Test 후 반 배정 >

SAT Essay

유형반

SAT Reading

종일반

(전체 12주간 진행)

월 ~ 금 AM 9:00~1:00 (수업)

Pm 2:00~6:00 (학습 관리+Full Test)
(PM 1:00~2:00 Lunch Break)

SAT I Math

SAT Math

유형+실전반

1주

21만원

* 5주 총액

105만원

SAT I Reading

SAT Reading

& Language 단과

(전체 12주간 진행)

월 ~ 금 AM 9:00~1:00

*주 1회 Reading Test 실시

SAT 리딩 학습관리 및 풀테스트 보충 프로그램

수업 후 숙제 및 오답노트를 정리하여 배운 내용에 대한 리

뷰를 한다. 주 2회 실전 모의 고사를 통해 수학 영역까지 문

제를 풀고 점수를 내볼 수 있다.

SAT Essay 유형을 배우기 위한 개념반.

만점을 받기 위한 글의 구조와 형태를 배우고 수업 후 남아

서 그날 배운 것을 적용하여 에세이를 한 편 씩 쓰고 가게

된다. 작성한 에세이는 강사의 개별 첨삭을 통해 학생에게

피드백이 제공된다.

SAT Math 유형을 익히고 문제풀이를 하는반.

학생들이 어려워 하고 까다로운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수업 전 기출문제를 풀고 문제 풀

이 수업을 하는 반

월. 수. 금 PM 2:00~4:00
PM 4:00~6:30 Test



과정 수강시간 교습비 상세 설명

과정 수강시간 교습비 상세 설명

과정 수강시간 교습비 상세 설명

4주

168만원

Listening,speaking,writing,reading 각 섹션의 세

부 유형을 익히며, 문제풀이 및 학생 개별 교정을

통해 문제에 대한 적용 연습을 하는 반.

TOEFL의 기초 공부를 했던 학생이나 SAT공부를 해본 학생

들이 수강하기에 적합하다.  매주 1회 실제 IBT test와 비슷

한 환경의 test를 실시한다.

수강대상 :  iBT TOEFL 70~95점

월 ~ 토 (매일반) AM 9:00-1:00

Pm 1:00~1:30 Voca Test

*주 1회 Full test 실시

ACT 종합반

6/11(월)~8/18(토)

<10주 과정>

월 ~ 토(매일반) AM 9:00-1:00

Pm 1:00~1:30 Voca Test

*주 1회 Full test 실시

1주

42만원

1주

42만원

4주

82만원

 IBT TOEFL 종합반 (R+L+S+W)

ACT 단과반 (R+E반, M+S반, Essay반)

ACT 종합반 (리딩+영어+수학+과학)

1주

42만원

4주

168만원

ACT에 들어가는 영어(단어, 문법), 독해, 수학, 과

학을 종합적으로 수강 가능한 반.

9,10월 시험에 대비하여 최종적으로 여름방학을 통해서 파

이널 정리 및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실전연

습까지 하는 반. 매일 50개 단어를 외우고 단어 Test를 치른

다.

IBT TOEFL

기초 개념반

(전체 12주간 진행)

월 ~ 토 (매일반) AM 9:00-1:00

Pm 1:00~1:30 Voca Test

*주 1회 Full test 실시

4주

168만원

Listening,speaking,writing,reading 각 섹션의 가

장 기초적인 유형을 익히는 반.

토플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다.

또한 매주 1회 실제 IBT test와 비슷한 환경의 test를 통해

미리 시험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는 반이다.

수강대상 : iBT TOEFL 70점 이하

IBT TOEFL 중급

유형+문제풀이반

(전체 12주간 진행)

ACT 단과반

(Reading+English)

6/11(월)~8/18(토)

<10주 과정>

월. 수. 금 AM 9:00-1:00

토 : AM 9:00~1:00 Full test

1주

27만원

9, 10월 시험에 대비하여 여름방학을 통해 파이널

정리 및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실전

연습까지 하는 반.

R+E 또는 M+S 를 선택적으로 수강 할 수 있다.

4주

108만원

ACT 단과반

(Math+Science)

6/12(화)~8/18(토)

<10주 과정>

화. 목 AM 9:00-1:00

토 : AM 9:00~1:00 Full test

1주

205,000원



과정 수강시간 교습비 상세 설명

7/3(화)~8/4(토) : 5주 과정

7/2(월)~8/3(금) : 5주 과정

6/25(월)~7/27(금) : 5주 과정

6/26(화)~7/28(토) : 5주 과정

과정 수강시간 교습비 상세 설명

6/11(월)~7/13(금) : 5주 과정

7/3(화)~8/4(토) : 5주 과정

6/11(월)~7/13(금) : 5주 과정

7/3(화)~8/4(토) : 5주 과정

6/25(월)~7/27(금) : 5주 과정

기본이론정리+문제풀이반

Pre-Calculus 진도를 마친 학생만 수강가능

기본이론정리+문제풀이반

교과목 Chemistry가 끝난 학생만 수강가능
1주

21만원

* 5주 총액

105만원

1주

21만원

* 5주 총액

105만원

학교 내신 대비 주요 개념을 미리 공부하는 반

(홈페이지 진도표 참고)

* 학생들의 구성상황에 따라 진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과목 Biology

월. 수. 금 PM 2:00~4:00
PM 4:00~6:30 Test

학교 내신 대비 주요 개념을 미리 공부하는 반

(홈페이지 진도표 참고)

* 학생들의 구성상황에 따라 진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수. 금 PM 2:00~4:00
PM 4:00~6:30 Test

화. 목. 토 PM 2:00~4:00
PM 4:00~6:30 Test

1주

21만원

* 5주 총액

105만원교과목 Physics

2차 개강

SAT2 Math ll C

교과목 Physics

1차 개강

기본이론정리+문제풀이반

교과목 Biology가 끝난 학생만 수강가능

학교 내신 대비 주요 개념을 미리 공부하는 반

(홈페이지 진도표 참고)

* 학생들의 구성상황에 따라 진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과목 Chemistry

2차 개강

월. 수. 금 PM 2:00~4:00
PM 4:00~6:30 Test

기본이론정리+문제풀이반

교과목 Physics가 끝난 학생만 수강가능

교과목 Class (과학 GPA 대비반)

SAT2 Chemistry

화. 목. 토 PM 2:00~4:00
PM 4:00~6:30 Test

월. 수. 금 PM 4:00~6:00
PM 6:00~8:30 Test

화. 목. 토 PM 2:00~4:00
PM 4:00~6:30 Test

1주

21만원

* 5주 총액

105만원

교과목 Chemistry

1차 개강

SAT2 Biology

SAT2 Physics

월. 수. 금 PM 2:00~4:00
PM 4:00~6:30 Test

SAT 2 Subject 과목

화. 목. 토 PM 4:00~6:00
PM 6:00~8:30 Test



과정 수강시간 교습비 상세 설명

6/25(월)~7/27(금) : 5주 과정

6/26(화)~7/28(토) : 5주 과정

6/25(월)~7/27(금) : 5주 과정

6/11(월)~7/13(금) : 5주 과정

7/3(화)~8/4(토) : 5주 과정

6/11(월)~7/13(금) : 5주 과정

7/3(화)~8/4(토) : 5주 과정

6/12(화)~7/14(토) : 5주 과정

7/2(월)~8/3(금) : 5주 과정

월. 수. 금 PM 2:00~4:00
PM 4:00~6:30 Test

1주

21만원

* 5주 총액

105만원

교과목 Class (수학/역사 GPA 대비반)

학교 내신 대비 주요 개념을 미리 공부하는 반

(홈페이지 진도표 참고)

* 학생들의 구성상황에 따라 진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과목 World

History

교과목 US History

Geometry

1차 개강

화. 목. 토 PM 2:00~4:00
PM 4:00~6:30 Test

월. 수. 금 PM 2:00~4:00
PM 4:00~6:30 Test

Geometry

2차 개강

1주

21만원

* 5주 총액

105만원

1주

21만원

* 5주 총액

105만원

Pre Calculus

1차 개강

Pre Calculus

2차 개강

1주

21만원

* 5주 총액

105만원

Algebra II

1차 개강

Algebra II

2차 개강

월. 수. 금 PM 2:00~4:00
PM 4:00~6:30 Test

Algebra I

학교 내신 대비 주요 개념을 미리 공부하는 반

(홈페이지 진도표 참고)

* 학생들의 구성상황에 따라 진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 목. 토 PM 2:00~4:00
PM 4:00~6:30 Test

월. 수. 금 PM 4:00~6:00
PM 6:00~8:30 Test

1주

21만원

* 5주 총액

105만원

화. 목. 토 PM 4:00~6:00
PM 6:00~8:30 Test

월. 수. 금 PM 4:00~6:00
PM 6:00~8:30 Test

화. 목. 토 PM 2:00~4:00
PM 4:00~6:30 Test

학교 내신 대비 주요 개념을 미리 공부하는 반

(홈페이지 진도표 참고)

* 학생들의 구성상황에 따라 진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내신 대비 주요 개념을 미리 공부하는 반

(홈페이지 진도표 참고)

* 학생들의 구성상황에 따라 진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내신 대비 주요 개념을 미리 공부하는 반

(홈페이지 진도표 참고)

* 학생들의 구성상황에 따라 진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정 수강시간 교습비 상세 설명

6/26(화)~7/28(토) : 5주 과정

6/25(월)~7/27(금) : 5주 과정

6/26(화)~7/28(토) : 5주 과정

6/26(화)~7/28(토) : 5주 과정

6/12(화)~7/14(토) : 5주 과정

7/2(월)~8/3(금) : 5주 과정

6/11(월)~7/13(금) : 5주 과정

7/2(월)~8/3(금) : 5주 과정

6/11(월)~7/13(금) : 5주 과정

6/26(화)~8/4(토) : 6주 과정

6/12(화)~7/14(토) : 5주 과정

7/3(화)~8/4(토) : 5주 과정

6/11(월)~7/13(금) : 5주 과정

7/3(화)~8/4(토) : 5주 과정

AP US History

AP World History

AP Psychology

화. 목. 토 PM 7:00~10:00
PM 4:30~7:00 Test

화. 목. 토 PM 4:00~7:00
PM 7:00~9:30 Test

월. 수. 금 PM 7:00~10:00
PM 4:30~7:00 Test

화. 목. 토 PM 4:00~7:00
PM 7:00~9:30 Test

AP Biology

2차 개강

AP Class (개념반)

AP Economics

1차 개강

화. 목. 토 PM 7:00~10:00
PM 4:30~7:00 Test

1주

27만원

* 5주 총액

135만원

개념 정리+기초 문제풀이

진도표대로 수업

* 학생들의 구성상황에 따라 진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AP Economics

2차 개강

월. 수. 금 PM 7:00~10:00
PM 4:30~7:00 Test

1주

27만원

* 5주 총액

135만원

개념 정리+기초 문제풀이

진도표대로 수업

* 학생들의 구성상황에 따라 진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P Statistics

월. 수. 금 PM 7:00~10:00
PM 4:30~7:00 Test

AP Calculus BC

1차 개강 개념 정리+기초 문제풀이

진도표대로 수업

* 학생들의 구성상황에 따라 진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AP Calculus BC

2차 개강

1주

27만원

* 5주 총액

135만원

AP Biology

1차 개강 개념 정리+기초 문제풀이

진도표대로 수업

* 학생들의 구성상황에 따라 진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P Physics 1+2

1차 개강

AP Physics 1+2

2차 개강

1주

27만원

* 5주 총액

135만원

개념 정리+기초 문제풀이

(필요에 따라 부분 등록이 가능)

  * Physics 1 (7회)

   1차 개강 : 6/12(화)~6/26(화)

   2차 개강 : 7/3(화)~7/17(화)

   * Physics 2 (8회)

   Sec1 : 6/28(목)~7/14(토)

   Sec2 : 7/19(목)~8/4(토)

AP Chemistry

1차 개강

1주

27만원

* 5주 총액

135만원

1주

225,000원

* 6주 총액

135만원

월. 수. 금 PM 4:00~7:00
PM 7:00~9:30 Test

월. 수. 금 PM 7:00~10:00
PM 4:30~7:00 Test

화. 목. 토 PM 1:30~4:00
PM 4:00~6:00 Test

화. 목. 토 PM 4:00~7:00
PM 7:00~9:30 Test

화. 목. 토 PM 7:00~10:00
PM 4:30~7:00 Test

월. 수. 금 PM 7:00~10:00
PM 4:30~7:00 Test

개념 정리+기초 문제풀이

진도표대로 수업

* 학생들의 구성상황에 따라 진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AP Chemistry

2차 개강

1주

27만원

* 5주 총액

135만원

화. 목. 토 PM 4:00~7:00
PM 7:00~9:30 Test



과정 수강시간 교습비 상세 설명

6/25(월)~7/27(금) : 5주 과정

6/25(월)~7/27(금) : 5주 과정

6/25(월)~7/27(금) : 5주 과정

6/26(화)~7/28(토) : 5주 과정

6/25(월)~7/27(금) : 5주 과정

6/26(화)~7/28(토) : 5주 과정

6/25(월)~7/27(금) : 5주 과정

과정 수강시간 교습비 상세 설명

6/26(화)~7/28(토) : 5주 과정

6/25(월)~7/27(금) : 5주 과정

6/26(화)~7/28(토) : 5주 과정

6/25(월)~7/27(금) : 5주 과정

6/26(화)~7/28(토) : 5주 과정

6/25(월)~7/27(금) : 5주 과정

6/26(화)~7/28(토) : 5주 과정

IB Class (개념반)

IB Chemistry (HL)

IB Math (HL)

월. 수. 금 PM 4:00~7:00
PM 7:00~9:30 Test

1주

27만원

* 5주 총액

135만원

월. 수. 금 PM 7:00~10:00
PM 4:30~7:00 Test

화. 목. 토 PM 4:00~7:00
PM 7:00~9:30 Test

1주

27만원

* 5주 총액

135만원

화. 목. 토 PM 4:00~7:00
PM 7:00~9:30 Test

IB Psychology (HL)

IB Economics (HL)

IB Psychology (HL)

<Core content 반>

- 예비11th (영국계학교 예비12th)

<Core content review 및 문제풀이반>

- 예비12th (영국계학교 예비13th)

IB Biology (HL)

IB Economics (HL)

IB Chemistry (HL)

IB Biology (HL)

IB Physics (HL)

IB 2년차 (예비 12학년)

IB Math (SL)

IB Math (HL)

월. 수. 금 PM 4:00~7:00
PM 7:00~9:30 Test

월. 수. 금 PM 7:00~10:00
PM 4:30~7:00 Test

월. 수. 금 PM 4:00~7:00
PM 7:00~9:30 Test

화. 목. 토 PM 4:00~7:00
PM 7:00~9:30 Test

IB Physics (HL)

IB Math (SL)

IB 1년차 (예비 11학년)

월. 수. 금 PM 4:00~7:00
PM 7:00~9:30 Test

화. 목. 토 PM 7:00~10:00
PM 4:30~7:00 Test

월. 수. 금 PM 4:00~7:00
PM 7:00~9:30 Test

월. 수. 금 PM 4:00~7:00
PM 7:00~9:30 Test

화. 목. 토 PM 7:00~10:00
PM 4:30~7:00 Test

화. 목. 토 PM 7:00~10:00
PM 4:30~7:00 Test



과정 수강시간 교습비 상세 설명

7/2(월)~8/3(금) : 5주 과정

7/2(월)~8/3(금) : 5주 과정

7/2(월)~8/3(금) : 5주 과정

7/3(화)~8/4(토) : 5주 과정

7/3(화)~8/4(토) : 5주 과정

수강 신청시 유의 사항
1. 최소 수강인원 2명 이상 시 개강됩니다. 2명이 안될 경우 폐강이 될 수 있습니다.

2. 모든 정규수업은 최소 4주 이상 등록만 가능합니다. (단, 출국일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4주 미만으로 등록하는 경우 환불이 되지 않습니

다.)

3. 환불은 규정에 의하여 4주 기준으로 수강 개시 이전은 100%반환, 수업 개시 후 4주기준 1/3지점까지는 2/3 반환,

수업 개시 후 1/2지점까지는 1/2 반환, 1/2지점 초과시 반환 불가 합니다.

4. <Level Test 실시> 표기된 반에 대해서는 등록 이후 레벨테스트를 수업 전에 꼭 응시 해야 합니다.

5. Level Test는 분반용 Test이기 때문에 등록 이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서 수업 전에 컴퓨터로 응시해야 합니다)

스티븐아카데미 외국어학원 대치 본점

서울 강남구 대치4동 889-68 현대선릉 골드타워 5층/6층

T  02. 538. 6018  H  www.stevenacademy.co.kr

스티븐아카데미 온라인

http://onlinesteven.com | http://onlinesteven.com

한국 수학 개념반

5주 총액

96만원
특례 수학 지필 대비 한국 수학 개념반

수학 1 + 수학 2

미적분 1

월. 수. 금 PM 4:00~7:00
PM 7:00~8:00 Review Test

기하와 벡터

화. 목. 토 PM 7:00~10:00
PM 6:00~7:00 Review Test

미적분 2

월. 수. 금 PM 7:00~10:00
PM 6:00~7:00 Review Test

확률과 통계

화. 목. 토 PM 4:00~7:00
PM 7:00~8:00 Review Test

월. 수. 금 PM 2:00~5:00
PM 5:00~6:00 Review T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