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RRICULUM (총 10주)  Session 6/10-7/6 (4주), 7/8-8/3 (4주), 8/5-8/17 (2주)

*개강전 preseason 종강 post season upon request (3명이상)

• 8/19-10/4 (10/5 sat 시험대비반주말반운영)

• SAT FUNDEMENTAL (9-1시 5DAYS/WK) : SAT를처음시작하는학생대상, 유형을익혀야하는학생 9-11학년대상

• SAT MASTER (2-6시 5DAYS/WK): 패턴을실전적용하고, 실전감각을익혀점수를내야하는학생 10-12학년대상

CLASS 특징

**  vocab : vocab lesson, cumulative test, 강사자체 교재

**  writing : grammar lesson, 자체 교재

**  lesson : 오랜경험, 탄탄한 강의 실력, 쉽고 명확한 강의, 유형별로 정리된 SAT 자체교재

**  All in one class: reading, writing, vocab, essay

**  3 point lesson : 1. 문제분석 2. 보기분석 3.비슷하거나 심화 유형 예상 분석

**  명확하고 디테일한 강의, interactive class (필수) – 학생들의 능동적 분석과 뾰족한 POINT 레슨

**  오답노트 작성 및 단어 시험 (1:1 관리)

**  강한 관리: goal setting, daily, weekly, monthly plan and feedback, coaching, SNS follow up,

**  매주 토요일 모의고사 후: 개인별 코멘트, follow up study plan제시 및 집중적 feedback및 관리

개인별 상세관리 + 지속적인 동기부여

** 자체교재 : cb를 집중 분석하며 의도 파악, 예상 문제, 패턴 분석 통해 고득점으로 갑니다.

특이사항

* 단어는 하루에 100개 암기 (90% 이상, 그리고 정확한 의미로 pass 가능)

* 소란, 지각, 핸드폰 사용은 퇴실 조치 될 수 있습니다.

2019 SUMMER Romy Sung SAT CLASS

[time schedule]
AM
9-9:30 vocab class
9:30-10:00 memorization
10-10:10 vocab test (cumulative test)
10:10-10:20 break
10:20-11:30 reading lessons
11:30-11:40 break
11:40-12:30 writing lessons
12:30-1:00 review, quiz and QnA

PM
1-2 lunch
1-1:30 vocab class
1:30-2 memorization
2-2:10 vocab test (cumulative test)
2:10-2:20 break (지각생 break 없이죽공부)
2:20-3:30 reading lessons
3:30-4:40 break
4:40-5:30 writing lessons



BRIX ACT 수업
ACT는 fast-paced, straightforward한 시험이기 때문에 BRIX가 알리는 우수한 tip과 ACT프로그램 통해 더 수월하게 고득점 받기!

Reading  [35분 - 40문제]
4 long passages: Literature, Social Sciences, Humanities, Natural Sciences. 

브릭스 전략: 난이도는 쉬울 수 있지만 1문제당 ~50초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읽고 해석을 하는 스킬 또는 빠른 문제풀이가 필수. Passage분석이 필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많은

tip (pre-phrasing, elimination techniques, finding the correct answer) 알려준다. Passage마다 purpose, 문제풀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로 배우고 많은 문제풀이가 중요하다. 

Literature passage: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passage중 하나. 시험 마다 passage의 nuance가 달라서 author’s tone, message, theme 찾는 게 필수. 

Passage먼저 읽는 건 필수이며 문제는 timeline식으로 나온다. 

Humanities passage: 시험 마다 다르기 때문에 passage를 읽고 분석하는 게 필수다. 

Main purpose와 각 paragraph의 purpose가 무엇인지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Natural Sciences passage: Passage안에 많은 디테일과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뭘 봐야 하는 부분은 author’s main point. Main point, evidence, conclusion를 찾고 이해하는 tip 과 각

paragraph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린다. 

Social Sciences passage: Passage의 theme, main point와 function이 매우 중요하며,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author’s main point 찾는 방법에 대한 tip을 알려준다. 

English  [45분 - 75문제]
ACT영어섹션은 전체적인 passage context 와 문법rule을 테스트를 하는 섹션이다. 

브릭스 전략: 필요한 문법 룰을 다 배우고 많은 연습 (parallel structure, redundancy, subject verb agreement). Extraneous문제가 가끔 있어서 많은 연습 (capitalization, punctionation). 시간 내 풀 수

있도록 timed practice를 시키며, 문제 유형 지식을 통해 더 쉬운 풀이. Context에 따라 문제풀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읽고 context가 무엇인지 와 가장 맞는 답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린다.

Science [35분 - 40문제]
Tables, Graphs, Data 읽는 스킬 필요하며, making assumptions, evaluating hypothesis 스킬 필수. 

브릭스 전략: 문제를 맞추려면 100% passage 이해도가 필수. 필요한 과학 topic을 잘 알린 후, graph and data analyzation tips, passage와 문제 유형 배우고 많은 문제 풀이와 연습 통해 빠른 문제 해

석과 정확한 풀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게 많은 문제풀이, 오답노트와 실제 시험과 같은 situation and timed-test 연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