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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스턴 추수감사절 특강 
• 기간: 2019년 11월 22(금)- 2019년 12월 1일(일), 총9박10일 

• 장소: 70 3rd Ave, Waltham, MA 02451 

• 등록접수 : 10/26까지 “선착순 15명  

     (사전  선등록생으로 인해 등록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음을 공지드립니다) 

호텔예약과 프로그램 진행상 10/26일전까지 등록을 확정해주시기 바라며, 그 이후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BriX 의 Thanksgiving Program 운영 특징  

 입소 시 학생의 소지 물품을 확인(부모님 사전동의 필수) 

 대표 강사 직강 시스템 

 진행 스텝은 오전 7시에 기상하여 자정까지 철저한 학습 및 생활관리 

 고급 호텔의 숙박 및 학습 환경을 제공 

 수강 기간 중 맞춤형 개별 학습 및 진학지도 제공 

 시간표 이외에 기타 학과목 수업 요청에 따라 개설 가능 

 학부모 개별 리포트 문자 전송 

 철저한 개별관리(숙제 확인 및 관리, 단어 시험 관리) 

 최고의 식사 제공 (아침 - 호텔 조식, 점심 & 저녁 – 엄선한 업체의 한식, 일식, 중식의 다양한 

케이터링 식사) 

 Math & Physics는 동일한 강사로 수업 및 모의테스트가 교차로 진행됨. 

 관리자습 및 질의 시간은 강사와 Brix 원장 Gena Park이 상주하여 관리 



운영 프로그램 

Romy Sung –SAT 1 2019 December 실전반  

Ryan Kwon -SATI Math, SATII Math2C, SATII Physics  

Herry Cho-SATII Chemistry, SATII Biology 

Annabell B.-PSAT, History  

 

** 학년 및 내신 수강과목에 대한 상담을 통해 GPA관련 Subject 수업 가능 

     SSAT 시험 대비 학생은 실전문제 준비로 인해 상담으로 진행 

 

 



강사 소개 
Romy Sung (SAT I Brix 대표강사) 

-9년간 GEP Consulting 학생들 및 Brix Academy 학생들의 SAT 점수를 책임진 베테랑 강사 

-SAT Reading & Writing 통합 수업으로 시즌마다 두개의 class만 운영 

-수업 내 문제에 대한 심층분석 및 Discussion을 통하여 학생들 개별적 상태 점검 

-각 학생들의 needs를 파악하여 solution 제공을 통해 전원 점수 향상  

 

Ryan Kwon (Math & Physics Brix 대표강사) 

-4년간 Brix Academy 학생들의 subject 점수를 책임진 베테랑 강사 

-한시즌과 실전문제풀이로 재등록 없이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만든 강사 

-자체 교제및 최고의 판서로 학생들의 기본기를 탄탄히 만드는 강사 

 

Herry Cho (Chem & Bio Brix 대표강사) 

-5년간 Thanksgiving program에 합류하여 실전풀이반을 끌어온 강사 

-Brix Academy Dental Applicant들의 DAT 점수를 책임지는 강사 (2019  Organic Chemistry 2명 만점 탄생) 

-컨셉이 조각난 학생들을 매우 빨리 파악하여 속성 수업으로 개념정리 후 문제풀이 진행  

 

Annabell B. Lee (PSAT & Junior Boarding Consultant) 

-Rising 9 & 10학년 Literature을 책임지고 Essay Writing에 풍부한 컨텐츠를 끌어내는 강사  

-Grammar Rule을 기반으로 하는 PSAT Course를 4년간 책임진 강사 

-Boarding 및 사립 고등학교 admission test인 SSAT & ISEE 를 직접 지도하여 학교 입학까지 끌어내는 컨설턴트  

-학생들의 장점을 appeal할수 있는 interview 수업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