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er Session 2018

여름방학 특강 수강신청서
□ 학생이름:

□ 학교 / 현재 학년:

□ 부모님 존함 :

□ 전화(집/ H.P) :

□주소:
아래 과목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 정확한 상담과 반편성을 위하여 상세하게 아래 수강신청 과목를

학부모 서명: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과 목

ACT • SATⅠ
종합반

S
A
T
Ⅱ

MathⅡC
Chemistry
Biology
Physics
U.S. History
W. History
Literature

개

AP Course

인

SATⅡ Subjects
School Classes
Essay Writing

지
도

iBT TOEFL

시간

요 일

08:50 ~ 13:00

월 ~ 금

17:30 ~ 22:00

Senior Option

Ⅰ

주세요

Ⅱ

Ⅲ

14:00 ~ 16:00
16:00 ~ 18:00
18:00 ~ 20:00
20:00 ~ 22:00

월, 수, 목반(Junior)
화, 수, 금반(Senior)
각 과목별 8주 총20회

각 수업 개별 선택입니다.

수업과목, 수업시간 미리

매일반 / 주2회반

상담등록후 수강하실 수

월, 수,금반 / 화, 목,토반

있습니다.

14:00 ~ 17:00

월,수,목 반 / 화,수,금반
매일반

SSAT 실전반
美 사립학교 진학 준비

08:50 ~ 13:00

월 ~ 금

SATⅠ• ACT
주말 실전풀이반

10:00 ~ 17:00

토요일

College Application

2019학년도 대학진학예정자, 예비12학년만 해당
반드시 진학상담후 등록 가능합니다.

8주 스페셜 강좌
11, 12학년 신청가능

Summer Session 2018
Pre-Summer : 2018년 5월21일 -

6월 1일 (2 weeks)

Session Ⅰ :

2018년 6월04일 - 6월 30일 (4 weeks)

Session Ⅱ :

2018년 7월02일 - 7월28일 (4 weeks)

Session Ⅲ :

2018년 7월30일 - 8월25일 (4 weeks)

Post-Summer : 2018년 8월27일 - 9월08일 (2 week)
*Pre Summer는 6월 2일 시험을 앞둔 학생을 위하여 5월 21일(월)부터 시작되며 실전반을 포함한 모든 정규
수업은 6월 4일(월)부터 시작입니다. Session Ⅲ가 끝난 후 8월 27일(월)부터 2주동안 Post-Summer가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각 Session 중간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ACT • SATⅠ 실전반은 Senior 학생만 선택 가능합니다.
* SAT subject / AP / 교과목 개인지도는 등록순서대로 마감되며 지도교사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각 강좌별 교재는 수업 첫날 구입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OEFL∙실전반과 ACT • SATⅠ 종합반은 Vocabulary Book을 포함한 숙제교재(각 Section 별)를 구입합니다.
*단어시험과 숙제검사는 매일 체크합니다. 학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적향상을 위한 마지막 기회
여름방학!!!
How far will you go?
안녕하세요. 미국 조기유학전문 SAT칸토르학원/ 칸토르E&C 유학원입니다.
대구경북지역 학생의 글로벌 인재양성의 역사를 기록해가는 SAT칸토르학원은 명문 Ivy
League 대학교를 비롯한 명문 보딩사립 중, 고등학교에 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것을 비롯하
여 유학생이나 유학을 준비중인 학생들의 조기유학 지원부터 현지 생활적응 교육, 내신관리
와 장래 진로에 필요한 비교과 활동 스펙 준비, 미국 명문대 지원서까지 유학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하는 조기유학생 대상 전문교육원입니다. 해마다 미국대학 입시에서 지원자 수는
계속 올라가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합격자 수는 늘어나지 않아 합격률은 최저인 올 해 미
국 대학입시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힘입어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2018년 여름방학 특강은 한층 Up-Grade된 노하우를 지닌 컨텐츠, 검증된 교육시스템을 바탕으로
실력파 강사진의 우수한 강의로 단기간에 가장 효과적이고 점수향상에 필요한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더욱
집약된 학업프로그램으로 부모님과 학생들의 기대에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8년 여름방학 특강은 8월에 신설된 SAT시험과 9월 ACT시험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예
전에는 여름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도 실제 시험이 2~3개월간의 공백을 갖게 되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8월 시험이
시작되면서 방학 때 집중적으로 공부한 후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만큼 10학년은 물론 11학년에게
도 여름특강이 대학입시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지역에서 유학생이 수강 신청하여
성실하고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이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강사님들과 Staff들이 끊임없는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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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특강은 매일 오전에 4학년에서 7학년을 대상으로 SSAT, 8학년에서 11학년을 대상으로 ACT, SAT 강의를 하며
오후엔 각 학생들이 부족한 교과목이나 SAT Subject, AP교과목 집중공부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 및 고교 진
학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름특강프로그램 수업 등록을 원하시면 수강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e-mail : cantorme@hotmail.com

로

보내주십시오. 여름방학 특강 스케줄에 관하여 문의하시려면 방문상담 또는 전화 82-53-744-1287 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홈페이지 www.satcantor.kr 공지사항에서 프로그램의 진행내용에 관한
Q&A와 수업 시간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등록 관련 안내

---------------------------------

2018년 2월12일(월)부터 등록을 받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커리큘럼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며 자녀에게 필요한 수업
을 안내한 후 등록을 받을 예정입니다. 본원 프런트데스크로 미리 문의를 하셔서 상담일정을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등록 후 시작일 변경, 부분환불은 불가능합니다. 학생의 일정에 맞추어 여유있게 수업을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 SUMMER PROGRAM 조기 등록 할인 혜택:

3월 2일(1차 마감), 4월6일(2차 마감)

◐ 납부은행 계좌번호
■

대구은행 / 508-10-449065-7 / 예금주 : 칸토르학원

* 현금영수증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송금 후 당일에 발행이 가능합니다.

수강료 반환기준- 교육인적자원부(제18조 제3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제18조제2항제3
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반환금액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

초과하는

교습개시 이후

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
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
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결석으로 인한 환불 또는 연기는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