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Students, Tomorrow's world Leaders"

" 결과가 입증하는 호야 "

HOYAH Power Summer Program 2016
특강기간 6.13 (Mon.) ~ 8.12 (Fri.) (9주)
등록기간 4.25 (Mon.) ~ 선착순 마감

2016"New"
기간

AM 8~8:50
9~9:50
10~10:50
11~11:50

2~2:50
3~3:50
4~4:50
5~5:50

"Apex"

"Cracking"

AP

SSAT

9 weeks
6.13~8.12

6weeks
6.20~7.29

6weeks
6.20~7.29

9 weeks
6.13~8.12

* 명문대 /

* 대학학점을

Reading /
Writing
& Language
(월~금)
8:00~11:50

국제학부
입학 필수
1차개념정리
+문제풀이

"One Stop"

2차 Real Tests
동일 유형
문제풀이

[Study Skill]
Class
Assignment
+ Personal
feedback
(월-금)
2-6시
호야
수강생중
Study Skill
희망학생

미리따는
효과
*명문대 /
국제학부

Verbal
Reading
Math
Essay
(월~금)
8:00~12:50

1차개념정리

9 weeks
6.13~8.12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월~금)
8:00~11:50

동일 유형

Math llC
(월수금)

Chemistry
(월수금)

문제풀이

* 명문보딩스큘
/국제학교
입학 필수 !

Calculus
(월수금)

* ISEE 시험대비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월수금 )
2:00~5:50

* SAT Prep.과정

World History
(월수)

Chemistry
(화목)

PSAT 시험대비

* 그외 과목 신청 가능

▶ "One Stop" Study
- TA 지도 관리 감독
- 호야 수강생 중 오후에 공부 원하는 학생 누구나 신청 가능
- 매일 수업한 부분중 보충 질문, HW, Quiz 완성 공부
▶ 모의 테스트 신청
- 매주 수업에 진행하는 모의 테스트외에 개인적으로 테스트 원하는 학생 신청
- 주 1회 추가 신청 가능

TOEFL

* 65-85점
기초 Vocab,
문법부터
탄탄히!

입학 필수

2차 Real Tests

Study

6~6:50
7~7:50

"Intensive"

SAT

12~12:50 Math 12:00~12:50

PM 1~1:50

SAT II

* 90-105점
실전 위주의
문제 풀이
고득점 완성!

"Pre-View"

Subjects
기간

AM 8~8:50

6weeks

*예비 9~11학년
주요 과목별
GPA A+대비
* SAT ll, AP Prep.

12~12:50

2~2:50
3~3:50
4~4:50
5~5:50

* Boarding School
/Collegeboard
선정 필독서
* 배경지식을
습득,인용하여
글감 소재로
사용하도록 지도

U.S.History
Biology
(월수금)

Algebra II
Chemistry
(화목)

World His.
(월수금)

Pre- Cal.
(화목)

* 동시간대 교과목은
각 과목 수업 따로 진행

(S)SAT
최고 점수의 지름길
고난도단어 마스터

일요 VOCAB
오전 10:00~12:50

"Successful"

"원장 직강"
Essay Writing

美교과목 9~11th

6~6:50
7~7:50

8회 6.19~8.7 (일)

* 美 교과 선행학습

11~11:50

PM 1~1:50

9weeks
6.14~8.11

6.20~7.29

9~9:50
10~10:50

Novel "Mastering"
Reading 일요Vocab.

대상 학년별
6 ~7 / 8 ~9th
(화목) 오후
2:00~4:50

* Main Topic에 따른
Essay 완성

"Successful"

Essay
Writing
8 회 완성
7.4~7.27 (월수)

College Essay
(월수)
오후 6:00~7:50

* 대학 입학 결정의
필수 요소
* 개성있는
Application
personal essay 완성

"One Stop"
Study
[Study Skill]
Class Assignment
+ Personal feedback
(월-금) 2-6시
* 호야 수강생 누구나
신청 가능

▶ 등록 안내
- 기본 4주 이상 등록 가능 (교재비 별도)
- 강좌별 Level 분류 및 폐강 등은 등록생 수에 의해 변경,결정 될수 있습니다.
- 총정리반 : 8/15 ~8/26 (2주) (SAT/SSAT/TOEFL)
- 위 강좌나 그 외 강좌 모두 개인 /그룹 수업 신청 가능
▶ 수업 진행 및 강좌 구성 안내
- 각반 정원 - SAT / SSAT / VOCAB. - 15명, TOEFL / 교과목 - 12명, AP /SAT ll /Novel Reading - 10명
- 모든 테스트 프렙 강좌는 주1회 모의 Test / Rreview 진행
- SAT/ SSAT/ TOEFL/ 일요 Vocab. 강좌는 매일 Vocab Quiz 실시
- SAT/ SSAT/ TOEFL 강좌는 주 2-3회 essay correction
▶ 호야유학원 Consulting 상담
- 중,고교 보딩 진학 / 대학진학 Consulting
- 학기중 GPA 관리 Consulting
- 호야 수강생 개인 상담 신청 가능

* 이메일 문의 admin@hoyah.co.kr

2016

HOYAH Power Summer Program

강좌

대상 학년

세부 강좌

시간

(1)

수업 진행 및 관리
* Reading + Writing & Language
- 아이디어 표현 찾기
- 맥락에서의 관련된 단어
- 기본적인 영어 규칙

* 미국/국내/
아시아 명문대

2016 년
시행

입학 필수시험
* 예비 9~12th

EvidenceBased
Reading
& Writing

* Essay (50분) - 시험은 Optional
- 상위권 대학들 학생 평가 변별력 있으므로
월-금
오전 8-12시

"New"

SAT

* 컬리지보드

- 채점기준이 될 아래 3가지
Reading + Analysis + Writing

(Essay포함)

=복합적인 영어 훈련
* 주 2-3회 essay correction

* PSAT시험
준비학생

대부분 제출하게 될 전망

* 주 1회 모의테스트 후 문제 풀이
* Reading의 기본 vocab 테스트 실시
(1일 70-100개)

출제경향 맞춘
* 유학생들이 놓칠 수 없는 점수

호야

- 완벽 800점 대비반

자체교재 사용

* 기존 Math에 증명문제 , 데이터 분석

Math

월-금
문제 추가 정리
오후 12-1시 * 영어와 복합된 수학문제 출제 경향익히기
- Analysis in Science
- Analysis in History / Social Studies
* 주 1회 모의테스트 후 문제 풀이

"Cracking"

SAT
II

* 미국/국내/

과목별
아시아 명문대
월수금
화목
입학 필수시험
오후 2-6시
World History 2시간씩
* 예비 10~12th

* 미국/국내/

"Intensive"

AP

아시아 명문대
입학 필수시험
* 예비 10~12th

Math llc
Chem. /Bio.
US History

Calculus
Ecomomics
Chemistry
Biology

과목별
월수금
화목
오후 2-6시
2시간씩

* SAT 1800점 이상 목표 학생 8명 정원
* 해당 교과 과목 이수 학생 시험 준비반
* 기본 개념정리와 문제풀이 병행으로
시험 완벽 대비
* 다양한 Real Tests 문제 분석, 응용

* 대학 학점 미리 따는 효과
* AP 시험 완벽 준비
* 주요 개념 설명 (1st)
* Real Tests의 동일한 유형
연습 문제 풀이 + 응용력

2016
강좌

HOYAH Power Summer Program
대상 학년

세부 강좌

(2)

수업 진행 및 관리

시간

* ISEE / SAT Prep. 준비 가능
* Verbal
- 고난도어휘 완벽 마스터 (1일 100개 내외)
* 보딩스쿨/
국제학교

"Apex"

SSAT

입학 필수시험

- 시험에 잘나오는 단어, 유형 및 연관어,

Verbal
Reading
Essay
Math

* ISEE 시험대비

* Level

* 예비 6~9th

Middle
+ Upper

세가지를 동시에 해결
* Reading
주 5회
월-금
오전 8-1시

- 문학, 비문학등 지문을 분석하고 추론
- Main idea찾기와 문맥상 단어의 숨은 의미
- High order 문제 해결
- Author의 logic/ attitude/ tone
* Essay
- Creative, Essay-type

병행수업

2가지 prompt 쓰기 훈련
* Math
- 연산, Pre-Algebra, Agebra, Geo
- Word Problems 해결 훈련

* 1:1 Computer Lab실 이용

* ESL 통과 준비

iBT

* 고교/대학

TOEFL

지원 시험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 2주 1회 모의테스트 실시
주 5회
월-금
오전 8-12시

(ETS Real Test 모의 유형을 통한 섹션별 평가)
* Reading의 기본 vocab 테스트 실시
(1일 70-100개)
* Reading 에 출제되는 10가지 문제유형 분석

* 예비 7~12th

* Speaking 6문항 유형별 정리 및 연습

* Literature 수업 대비
* Novels, Biography, Poetry, Dramas,

Novel
Reading

* 미국 보딩스쿨 Pre Reading
필독서 선택
Reading
Debate
* 예비 7~9th

Essay

주 2회
화목
오후 2-5시

Mysteries, Contemporary Fiction, Fantasy,
Political Novel,Speeches, Science Fiction,
Historical Fiction등 다양한 쟝르
* Topic에 따른 Discussion & Essay 완성
* 인터뷰나 에세이 주제로 활용방법 알기
* 1주 또는 2주에 1권씩 마스터

2016
강좌

HOYAH Power Summer Program
대상 학년

세부 강좌

수업 진행 및 관리

시간

* 영어공부 기본 핵심 어휘

"Mastering"

일요

(3)

예비 5~12th

Vocabulry

Vocab

* (S)SAT 고난도 단어 8회 완성
주 1회
* SAT, SSAT 고득점의 지름길
일요일
오전 10-1시 * Latin root / prefix/ suffix 정리
* 연상 기억법 강의 "원장직강"

* Middle School 과정의 교과목 선행

"Preview"

美교과목

과목별
World History
월수금
* GPA A+ 위한 U. S. History
화목
완벽 선행과정 Bio. Chem. 오후 2-6시
Alge.ll/Pre
* 예비 8~11th
사이
Cal
2시간씩

* 1년 전과정의 중요내용 8주완성
* High School Course prep.과정
* High School 과정의 교과목 선행
* 1년 전과정의 중요내용 8주완성
* SAT ll, AP prep. 과정
* 용어정리
* 각 Chapter별 mini test 실시

* 대학 admission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

" Successful"

College

예비 12th

Essay

Application
Essay

* 개개인의 개성과 경력이 포함된 독창적인
주 2회
essay 준비
월수
* 성공적인 Essay 작성에 필요한 요소 찾기
오후 6-8시
* Common essay부터 Personal essay까지 완성
* 개인별 essay 지도 8회 완성

"One
Stop"

Study

*Class
호야 수강생
신청자에 한함

assignment
*Personal
feedback

* TA 관리 지도
월-금
* Vocab, Homework 관리
오후 1-6시 * 오후 1-6시까지 진행
* Supplement / feedback 가능

HOYAH Power Summer 2016

Novel Reading Jr. (1) (6~7th)
1. William Shakespeare, Twelfth night
셰익스피어의 삶과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희극. 남녀간의 애정을 기틀로 하여
그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풍자한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3 대 희극 중에
한 작품

2. Bronte, Emily, Wuthering Heights
에밀리 브론테의 유일한 소설이자 불후의 명작으로 평가받는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빛나는 감수성과 시적이고 강렬한 필치, 그리고 새로운 문학사적 의의 때문에 백
년이 지난 오늘 이 소설은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 멜빌의 『모비 딕』과도 곧잘 비교될 만큼
깊은 비극성과 시성(詩性)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는 작품.

One of the masterpieces of English romanticism, this is a novel of Heath cliff
and Catherine, love and revenge.
** 영국 로맨티시즘의 대표적 작품 중 하나 **

► 컬리지보드 추천 고전 101 도서

3. Ernest Hemingway, A Farewell to Arms
By turns romantic and harshly realistic, Hemingway's story of a tragic romance set
against the brutality and confusion of World War I cemented his fame as a stylist
and as a writer of extraordinary literary power. A volunteer ambulance driver and
a beautiful English nurse fall in love when he is wounded on the Italian front.
► 컬리지보드 추천 고전 101 도서

4. Ray Bradbury, Fahrenheit 451
Ray Bradbury’s internationally acclaimed novel Fahrenheit 451 is a masterwork of
twentieth-century literature set in a bleak, dystopian future.

5. William Shakespeare, Macbeth
셰익스피어의 극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햄릿』을 꼽는다면, 『맥베스』는 길이가
짧으면서도 단일한 내용과 빠른 극 전개로 인해 가장 화려하면서도 대사의 시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꼽힘. 지금도 유명한 배우와 감독들에 의해서 영화와 무대에 옮겨지고 있음.

► 컬리지보드 추천 고전 101 도서

HOYAH Power Summer 2016

Novel Reading Jr. (2) (6~7th)
6. Charlotte Bronte , Jane Eyre
로맨스 소설의 고전이라 불리는 샬럿 브론테의 대표작. 뜨거운 열정과 독립적인 자아의식을
지닌 여성 주인공의 낭만적 사랑과 삶을 그린 소설

► 컬리지보드 추천 고전 101 도서

7. Jane Austen, Pride and Prejudice
대표적인 18 세기 영국 여류작가 제인 오스틴의 대표작으로, 주인공들의 심리 변화를 특유의
편안하고 재치에 넘치는 문체로 묘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성격 묘사와 날카로운 예지, 인간의
희극을 묘사하는 작가적 탁월함을 엿볼 수 있는 작품

► 컬리지보드 추천 고전 101 도서

8. John Knowles, A Separate Peace
미국에서 샐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에 버금가는 성장 소설로 정평이 있는 존 놀스의
자전적인 소설. 저자의 모교인 뉴햄프셔 주의 명문 기숙학교 Phillips Exeter 를 배경으로,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막 어른이 되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 Set at a boys' boarding school in New England during the early years of World

War II, A Separate Peace is a harrowing and luminous parable of the dark Side of
adolescence. Gene is a lonely, introverted intellectual.

Phineas is a handsome,

taunting, daredevil athlete. What happens between the two friends one summer, like
the war itself, banishes the innocence of these boys and their world.
A bestseller for more than thirty years, A Separate Peace is John Knowles's crowning
achievement and an undisputed American classic.

9. Kennedy, John F., Profiles in Courage
A series of profiles of Americans who took courageous stands in public life.
**퓰리쳐상 수상 (1957)

► 컬리지보드 추천 고전 101 도서

10. Ayn Rand, Leonard Peik off
Anthem : 50th Anniversary Edition
In a future where there is no love, no science, and everyone is equal and of one entity,
one man defies the group to be his own person. That is a serious offense.

※ 위 No. 1-10

list 중 6-7 권 선별 / 수업 진행 과정 상황에 따라 위 list 외 책이 선별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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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 Reading Sr. (1) (8~9th)
1. Dante, Inferno
이탈리아의 위대한 시인 단테의 장편서사시 『신곡 (The Divine Comedy)』.
당대 사회 문제에 대해 예리한 분석과 풍자, 중세 유럽 문학, 철학, 정치학, 신학, 수사학을 자유
롭게 넘나들며 아우르고 있는 『신곡』은 지옥·연옥·천국을 여행하는 형식으로 인간의 욕망, 죄악,
운명과 영혼의 구원에 대해 심오하게 그려 낸 영원한 고전 작품
This vigorous translation of Inferno preserves Dante's simple, natural style, and captures the swift
movement of the original Italian verse. Mark Musa's blank verse rendition of the poet's journey
through the circles of Hell re-creates for the modern reader the rich meanings that Dante's poem
had for his contemporaries. Musa's introduction and commentaries on each of the cantos

► 컬리지보드 추천 고전 101 도서

brilliantly illuminate the text

2. V.S Naipaul, The Enigma of arrival
영국령 트리니나드 지역에서부터 잉글랜드의 고적지에 이르기까지의 여행담을 담은 작가의
자전적 소설

3. Kate Chopin, The Awakening
최초의 여류 문학으로 여겨지는 작품으로 자신에게 둘러싸인 기대에 대한 도전을 하는 한 여인
의 과감함에 대한 탐험이자 비극의 이야기.
In the summer of her 28th year, Edna Pontellier and her children, along with the wives and
families of other prospective businessmen, spend the summer in an idyllic coastal community
away from their husbands and the sweltering heat of 1890s' New Orleans. Aware of deep
yearnings that are unfulfilled by marriage and motherhood, Edna plunges into an illicit liaison
that reawakens her long dormant desires, inflames her heart, and eventually blinds her to all
else.

► 컬리지보드 추천 고전 101 도서

4. William Shakespeare, Julius Caesar
"Et tu Brute?" One of Shakespeare's best works, revised and repackaged, featuring a new
Overview by Sylvan Barnet, former Chairman of the English Department at Tufts University.
Includes an updated bibliography, suggested references, stage and film history, and an
overview of Shakespeare's life.

5. Terkel, Studs, Race : How Blacks and Whites Think and Feel
about the American Obsession
This kaleidoscope covers the full range of America's views on racial issues.
미국 인종 차별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과 편견에 대해 자세히 파헤친 책. ** 퓰리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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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 Reading Sr. (2) (8~9th)
6. Amy Tan, The Joy Luck Club
In 1949 four Chinese women-drawn together by the shadow of their past-begin meeting in
San Francisco to play mah jong, invest in stocks, eat dim sum, and "say" stories. They call
their gathering the Joy Luck Club.

Amy Tan writes about what is lost-over the years,

between generations, among friends-and what is saved.

7. Charles Dickens, Great Expectations
영국의 문호 디킨즈의 걸작!

Great Expectations

위대한 유산은 연극 무대와 영화등으로 250여 차례 이상 공연되었을 만큼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 받음. 또한 작품은 동시에 디킨즈의 자서전으로 여겨 지며, 그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경험한 삶과 사람들을 그리고 있음.
Great Expectations is both a finely crafted novel and an acute examination of Victorian
society. Filled with unforgettable settings and characters, it achieves greater dramatic
richness through Frank Muller's masterful narration. Dickens supplied two endings to this
great work. Both are included in the recording.

8. Jane Austen, Persuasion
Jane Austin once compared her writing to painting on a little bit of ivory, 2 inches square.
Readers of Persuasion will discover that neither her skill for delicate, ironic observations on
social custom, love, and marriage nor her ability to apply a sharp focus lens to English
manners and morals has deserted her in her final Finished work.

9. William Shakespeare, A Midsummer Night's Dream
19 세기 영국의 위대한 사상가 Thomas Carlyle 이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했던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작품.
This edition is one of Shakespeare's most beloved comedies features a freshly edited text of
the play, scene-by-scene explanatory notes, a key to famous lines and phrases, and much
more.

► 컬리지보드 추천 고전 101 도서

10. Amy Tan, The Bonesetter's Daughter
The Bonesetter's Daughter tells a compelling tale of family relationships; it layers and stirs
themes of secrets, ambiguous meanings, cultural complexity and self-identity; and it resonates
with metaphor and symbol

※ 위 No.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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