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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교 학년에 해당하는 
교과과정을 통해 

책 읽기를습관화 하고 
문법과 글쓰기를 향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A  P L A C E  F O R  H A P P Y ,

G R O W I N G  K I D S

Academy

CLUB

GLOBAL



We believe tutoring should be

personalized and tailored to each child’s

needs in an environment that is

comfortable for your child. (50,000/1hr)

INDIVIDUALIZED TUTORING

SSAT PREP. Class(G3 and up)
ACT/TOEFL PREP. Classes
CTY Program (On-line)
Cursive Writing Class (G2 and up)
Get ready for the next Grade 

        (Reading, Writing, Math, Science, and Social Studies)

SUMMER INTENSIVE PROGRAM

We are offering classes for small groups

of students. Our teachers will actively

manage each child’s ensure completion

of assignments, review work for

accuracy, and provide academic

tutoring and enrichment activities.

Families will receive feedback after

each session 

SMALL GROUP TUTORING

R.C.는 1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학생들이 더 나은

독해력을 위해 독해력, 유창성, 어휘 기술을 배우

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아이디어를 연결할 수 있을 것이고 선생님

은 학생들이 전체 텍스트를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

입니다. (3만원/1hr)

Reading & Comprehension

RnR은 학생들이 최근 뉴스(역사, 인물, 환경, 사회

적 이슈)에 관한 기사를 읽고, 충분한 이해와 토론

후 학생들은 정보를 요약하고 자신의 의견을 포함

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업 시간 앞에 발표하는

것으로 3시간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서로다른 의

견을 발표하며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2만원/1hr)

Research and Report

PODO ACADEMY

아이의 미래는 탄탄한 교육과 학문에
대한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포도아카데미는 학생들이 영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 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책을 찾
아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포도아카데미는 학생들이 새로운 언어
를 배우는 것의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언어라도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원칙
을 고집합니다. 

포도아카데미는 미국학교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를 하여 원하는 학교 입학을
가능하게 합니다.

포도아카데미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와
그 이상의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자
신감과 기술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맞는 올바른 수업 배정을 위해 
상담 시 구두시험을 봅니다. **

G.W.는 1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학생들과 함께 문

법과 작문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

다. 3학년 이후부턴 글쓰기 종류를 다양하게 글을

쓰며 표현해 낼 수 있습니다. (3만원/1hr)

Grammer & Writing

CLASSSES

영어 외 중국어 스페인어 수업이 있습니다. 

(2만5천원/1hr)

Chineses & Spanish Language

The objectives of the Literature class

are to encourage a love of reading, to

develop vocabulary, comprehension,

and analytical skills, and to expose

students to a wide variety of good

literature. 

ENGLISH LITER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