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isung Educations 의 초등학생 영어 강화 프로그램 
 

Whisung Edcation 의 체계적인 영어강화 수업은 학생들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꼭 필요한 것들을 꼭 필요한 시기에 익히게 합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시키며, 외울것은 외우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YouTube 와 Video Clip 에만 익숙해진 우리자녀들에게 Text 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어릴때 부터 

키워주어야 합니다. 

 iBT TOEFL 기준 40 iBT TOEFL 기준 60 iBT TOEFL 기준 80 iBT TOEFL 기준 100 

Vocabulary 수준 1,500 5,000 10,000 22,000 

WSE Level Class WSE G4-7 기본 WSE G4-7 정규 WSE 7-8 정규 WSE 

Academic 영어반 

 

기본반 에서는 Non-Fiction Reading, Literature Reading, Writing, 문법, 어휘 

수업으로 구성해서  학교 수업에 빠르게 적응하며 ELL 수업을 가장 단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하여 정규반 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책들을 읽으며 원어민 선생님과의 밑도 끝도 없는 수업을 듣는 것으로는 

단기간에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Whisung Educations 의 기본반 

수업은 Bilingual 한국인 선생님과 원어민 선생님이 분야를 나누어서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킵니다.  

모든 수업은 문법 어휘 그리고 읽고 쓰기 반으로 구성됩니다. 학년별로 자신의 수준에서 알아야 할 문법과 어휘를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익히게 하며, 학교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영어적 표현, 사회 과학 과목에서의 기본 지식, 글쓰기 

등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저희 학원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학생 수준에 따라 3~6 개월 간의 기본반 수업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ELL 수업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정규반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됩니다. 

세부과목 교재 수업내용  

Vocabulary  Vocabulary Workshop Blue 

Wordlywise 3,4  

매주 단어설명과 동의어 List 를 기반으로  Vocabulary Test 가 

진행됩니다.  

Grammar  WSE Grammar Level 6-8  

자체교제  

기본적인 문장들을 이해하고 쓸수있도록 영어의 기본어순과 

단어들의 형태변화들이 갖는 문법적 특징을 가르칩니다. .  

Reading  미국 초등학교 사회, 과학 

교과서   

미국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년별로 배우는 사회 과학 교과서로 

필수적인 과학, 사회 어휘들을 익히게 됩니다.  

Writing  Basic Writing 짧은 문장을 가지고 학교 숙제등에 응용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빠른 ELL 탈출 – 저학년 기본영어강화 (Grade 3-7)  

기본반 (Grammar + Vocabulary / Reading + Writing) + Book Club 



 

정규반은 Whisung Educations 의 목표인 우리아이들이 

캐나다 커리큘럼보다 3 년 앞서가게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됩니다. 정규반의 역사 과학 지문을 읽고 문법과 어휘를 

공부하던 기존의 프로그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모든반들은 

순환식 강의이므로 언제든지 Join 하실수 있습니다.  

  

이번 학년 부터 는 토요일 오전을 통한 Book Club 반이 학년에 맞게 진행되며 Book Club 을 통하여 

학생들은 책의 길이에 따라 1~2 주에 1 권 혹은 2 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일년에 4~50 권 읽기가 가능해 

집니다.  

세부과목 교재 수업내용 

Vocabulary Wordlywise Book 5,6,7,8 

WSE Vocab-Building System 

매주 단어설명과 동의어 List 를 기반으로  Vocabulary Test 가 

진행됩니다. 단어암기 Flash Card 가 제공됩니다.  

Grammar WSE Grammar Level 6-8  

자체교제  

좀더 난해한 Academic 문장들을 이해하고 쓸수있도록 고급문법을 

정리합니다.  

Reading Science Articles 

History of Modern World  

Story of the World  

매주 새로 만들어지는 과학뉴스 지문과 역사서들을 읽음으로써 

사회, 과학 분야의 지식도 넓히고 전문적어휘들도 익히게 됩니다.  

Writing Academic Writing  월별로 일기, 설명, 묘사, 주장, 비교, 대조 등 다양한 형식의 글들을 

써보게 됩니다.  

Book Club 2 주에 한권씩 필독고전과 

최신 문학작품 중 선정  

2 주에 한권씩 선생님의 배경설명과 함께 학년에 맞는 필독 고전과 

최신 화제작등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1 년에 40~50 권 읽기 목표  

 

2017 년 Book Club – 2016~2017 년 season 총 58 권 강독 (각 Level 당 29 권 완독)  

        

        

  

3 년앞서가는 우리아이 영어 저학년 영어강화 (Grade 3-7) 

정규반 (Grammar + Vocabulary / Reading + Writing) + Book Club 



미국명문대 여름캠프 장학생 지원과 미국명문 Boarding School 입학을 위한 

6-8 학년 Academic 영어반 (SAT, TOEFL, SSAT 대비반) 

 

미국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셔할 것이 있다면 요즘은 

여름에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Academic Camp 의 참여가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Yale, Stanford, Duke, Johns Hopkins 등의 대학에서 진행되는 Academic Camp 에 지원자격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PSAT 나 SAT 로 어느정도의 수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에게는 

캠프참가 비용 전액 혹은 일부의 장학금의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명문 보딩의 경우, 모든 지원자에게 높은 SSAT 점수는 필수 

요건입니다. 최소한 90%이상은 넘어야 하고 탑 10 학교의 

경우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95%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인터네셔널 학생의 경우 TOEFL 점수 또한 

필수요건으로 적용됩니다. 보통 100 점 이상의 점수를 요하지만 

탑 명문 보딩스쿨에 지원하려면 적어도 110 점을 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명문 보딩스쿨들은 ESL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수업내용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밴쿠버와 노스쇼어 소재 사립학교들도 어느정도의 SSAT 성적을 

요구하므로 6-7 학년 중 우수한 학생들을 본격적으로 TOEFL, SAT, 

SSAT 를 대비할 수 있는 Academic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Whisung Educations 의 6,7 학년 Academic 영어반은 김휘성 원장이 직접 학생들이 TOEFL,  SAT 문제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이끌어 드립니다.  

Whisung Educations 은 미국명문대 여름캠프 참여 준비 뿐만 아니라 지원까지도 대행,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TOP20 위권 미국 보딩스쿨지원은 California Berkeley 에 있는 Whisung Educations 의 미국 현지 원서지원팀이 

컨설팅 부터 원서작성까지 완벽하게 준비시켜드립니다.   

6-8 학년 Academic 영어반  12 월 중 개강  총 12 주 과정 김휘성 원장 직강  

명문대 캠프 및 보딩스쿨지원  개별상담 신청접수 중  WSE Berkeley Team 위정아 팀장  

 

수강문의 604 248 6585   whisungeducations@gmail.com   

노스밴본원 Unit 101 & 203  814 The 15th Street West North Vancouver 호돌이마켓 옆 임신영치과 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