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년 성적으로도 입증된  

                              매트로밴쿠버 최강 SAT/AP PREP  

 

작년 한해 동안도 Whisung Education에서 공부에 매진 했던 수강생들의 열매들을 

보게 되어서 기쁩니다. 80% 수강생들이 5점 이상 획득에 성공하였습니다. 지난 한해 

AP공부에 매진하였던 수강생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Whisung Educations 명예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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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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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Chemistry  

HJ Choi  

휘성 에듀케이션의 AP Physics 정규반이 겨울방학부터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정규반 수업에 앞서 11월 

부터 기본반 강좌가 열립니다. 10월 말 부터 진행되는 무료 샘플강좌에서 직접 Lightboard강의의 

효과를 체험해 보시고 수강여부를 결정하세요 

Whisung Educations 의 Lightboard 원거리강의 효과는 많은 수강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경험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지역과 라이드여부에 좌우되지 

않는 Whisung Educations의 원거리 강의에 참여해보세요. 

 

 AP Calculus AP Economics AP Physics AP Chemistry AP Computer 

10 월 마지막주 무료 샘플 강좌 

11 월 부터 방학전 까지 주 1 회 2 시간 기본개념이해 선행반 (7 주) 

12 월 부터 봄방학전 까지 주 2 회 4 시간 정규반 (12 주) 

봄방학 2 주 특강 주 3 회 총 6 회 12 시간: 모의고사 2 회 포함 

4 월부터 시험전 까지 문제풀이반 주 2 회 모의고사 2 회 포함(5 주-6 주) 

 

 

공개강좌 수강문의 604 248 6585   whisungeducation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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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board 원거리 AP Calculus 개강 안내  

 

AP Calculus AB/BC Lightboard 원거리 강의 무료시강  

10 월 마지막주  무료 샘플 강좌 

11 월 부터 방학전 까지 주 1 회 2 시간 기본개념이해 선행반 (7 주)  

12 월 부터 봄방학전 까지 주 2 회 4 시간 정규반 (12 주)  

봄방학 2 주 특강 주 3 회 총 6 회 12 시간: 모의고사 2 회 포함  

4 월부터 시험전 까지  문제풀이반 주 2 회 모의고사 2 회 포함(6 주)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SKYPE id 를 만드신 후 학원으로 전화신청을 부탁드립니다 604 248 6585.)  

 

누가 AP Calculus 를 해야 하는가? 10 학년이면 도전, 11 학년은 필수  

AP 과목들은 주로 한국과 미국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필수 과목이기도 하지만, 최근 

캐나다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대학 진학 후 경쟁력 재고를 위해 대부분의 이과 전공학생들은 

필수적으로 해 놓아야 하는 과목입니다. 또한 타과목에 비해 5 점 커트라인 낮아 수학에 강한 

한국학생들의 스펙 준비로는 가장 좋은 과목입니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 약간의 커트라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과목이기에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Whisung Educations 에서는 Pre-

Calculus 12 까지 선행이 된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이번 5 월 시험에서 5 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Calculus 12 를 선행하지 않은 학생들은 11 월부터의 기본반 수업에 급히 참여 부탁 드립니다.) 

 

왜 Whisung Educations 에서 해야하나?  

1) AP 전문 선생님이 빠르고 안전한 5 점을 견인합니다 (2017 년 수강생 90% 5 점 확보)  

- 수학은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최신 시험의 경향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AP 전문 선생님은 흔치 

않습니다. 최신 경향에 맞게 효과적으로 가르칩니다. 

- 3 월 초까지 진도를 끝낸 후 풍부한 실전문제 풀이를 통해 5 점 커트라인을 넘는 넉넉한 점수를 준비합니다. 

- 특히 정확한 채점 포인트에 따른 FRQ (주관식 답안) 첨삭을 통해 감점 요소를 제거합니다. 

 

2) 확실한 분반과 원거리 수업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합니다 

- 각반 6 명 이내로 제한하여 쌍방향 수업에서 질문의 빈도와 숙제 관리의 효율성을 유지합니다. 

- 거리가 멀어 수업에 참여하기 망설이는 학생들, 라이드가 없어 학원에 오기가 쉽지 않은 학생들도 Whisung Educations 의 

Lightboard 원거리 실시간 강의로 최고의 강의를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여 정확한 분반으로 수업 내용이 느리거나 빠르지 않습니다. 수강상담시 학생들의 현재실력을 

평가하여 자신에게 맞는 공부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3) 미래를 보고 가르칩니다. 

- 많은 대학 전공들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있는 과목이기에 5 점만이 목표가 아닌 탄탄한 기초와 종합적인 이해를 통한 준비된 

대학생 만들기를 목표로 강의합니다.  

- 수강후 유수 대학의 각 분야에 진출한 많은 학생들에게서 학기중 뒤늦은 감사 인사를 받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개강좌 수강문의 604 248 6585   whisungeducation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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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Economics 는 대학에서 흔히 경제학원론이라고 일컬어 지는 경제학 입문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배우고 

테스트하게 됩니다. 경제학은 크게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와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로 나누어 져 

두과목으로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쉽게 확보 할 수 있는 AP 5 점 두과목  

AP economics 는 경영학, 경제학, 그 밖의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해야할 전략 과목일 뿐아니라 공대, 

과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이과생들에게도 짧은 시간의 투자로 AP 

두과목에서의 5 점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과목입니다. 지난 2017 학년도 한국 수시지원의 결과에서도 AP 5 점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학생들의 합격률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한국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꼭 

따야 할 점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AP Microeconomics  AP Macroeconomics  

Section I : Multiple-Choice 객관식  

• 시험시간 70 분  

• 총점수의 2/3 차지  

Section II : Free-Response 주관식  

• 시험시간 60 분  

• 총점수의 1/3 차지  

• 3 문제 (1 긴문제 2 짧은 문제)  

• 두 영역이상과 관련된 종합적인 분석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됨  

Section I : Multiple-Choice 객관식  

• 시험시간 70 분  

• 총점수의 2/3 차지  

Section II : Free-Response 주관식  

• 시험시간 60 분  

• 총점수의 1/3 차지  

• 3 문제 (1 긴문제 2 짧은 문제)  

두 영역이상과 관련된 종합적인 분석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됨 

2017 시험결과로 5 점은 68-90 점 정도로 사려됨  2017 시험결과로 5 점은 71-90 점 정도로 사려됨  

수요 공급, 재화와 서비스 시장, 생산요소 (노동, 자본, 

토지)들의 상호작용 등  

물가, 실업률, 경제성장, 경제정책, 금융정책, 재정정책 등 

정부의 전반적 경제정책에 관련된 내용 

 

실적으로 말하는 Whisung Educations AP Economics Preparation  

김홍진 선생 (고대 경제학과 졸 AP 경제학 11 년 강의 70 명 이상의 5 점자 배출)  

10 월 마지막주  무료 샘플 강좌 

11 월 부터 방학전 까지 주 1 회 2 시간 기본개념이해 선행반 (7 주)  

12 월 부터 봄방학전 까지 주 2 회 4 시간 정규반 (12 주)  

봄방학 2 주 특강 주 3 회 총 6 회 12 시간: 모의고사 2 회 포함  

4 월부터 시험전 까지  문제풀이반 주 2 회 모의고사 2 회 포함(6 주)  

 

학원에 나올 필요가 없이 노스밴쿠버 본원에 진행되는 SKYPE-Based Lightboard 강의로 학생들의 시간, 

부모님의 라이드 수고를 덜어드립니다. 1:1 강의 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인 Lightboard 강의로 학원에 나오시지 

않고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10 월 30 일 부터 진행되는 Lightboard 시강을 직접 체험해보시고 수강여부를 결정하세요.  

수강문의 604-248 6585  SKYPE ID: Whisung Education 검색 whisungeducations@gmail.com 

노스밴본원 101-814 The 15th Street West North Vancouver 호돌이마켓 옆 임신영 치과 건물 



AP Physics 1 / 2 / C(M) Lightboard 원거리 강의 안내 

 

아무나 가르치기 힘든 과목! 그러나 Whisung Educations 에서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 월 마지막주  무료 샘플 강좌 

11 월 부터 방학전 까지 주 2 회 4 시간 기본개념이해 선행반 (7 주)  

12 월 부터 봄방학전 까지 주 2 회 4 시간 정규반 (12 주)  

봄방학 2 주 특강 주 3 회 총 6 회 12 시간: 모의고사 2 회 포함  

4 월부터 시험전 까지  문제풀이반 주 2 회 모의고사 2 회 포함(5 주)  

 

2017 년 수강생 80%가 5 점을 획득한 Master Hong 의 강의  

휘성 에듀케이션의 AP Physics 정규반이 겨울방학부터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정규반 수업에 앞서 11 월 부터 기본반 

강좌가 열립니다. 10 월 말 부터 진행되는 무료 샘플강좌에서 직접 Lightboard 강의의 효과를 체험해 보시고 

수강여부를 결정하세요.  

(아직 Physics 12 를 선행하지 않은 학생들은 11 월부터 7 주간의 기본반 수업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AP Physics C 는 Calculus 12 이상 Physics 12 이상을 확실히 선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수업합니다.)  

 

AP Physics 를 독학으로 5 점을 받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5 점은 돋보입니다.  

AP Physics1 /2 는 작년의 시험 개편 이후 AP 시험중 가장 낮은 5 점 확률 (4~5%)로 악명을 떨친 과목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읽고 식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답을 내면 되던 이전 시험과는 달리 이제 학생들은 각각의 상황에 물리 법칙을 

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보다 어려워진 시험은 다시 말해 재능있는 학생들에게는 기회로 찾아옵니다. Engineering 과 Computer Science 등 

이과 계열의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AP Physics 5 점은 타 과목보다 조금 더 돋보이는 이력이 되었습니다. 

 

AP Physics 1  Algebra-Based  AP Physics 2   Algebra-Based  AP Physics C    Calculus-Based   

토목 & 기계공학 전공희망자  전기공학, 컴퓨터 공학 전공 희망자  공대 전공 희망자, Calculus 필수  

Newtonian Mechanics 

Rotational Mechanics  

Work, Energy, and Power 

Simple Harmonic Oscillation  

Intro to electricity (simple circuits)   

Mechanical waves and sound  

Fluid mechanics and Thermal Physics 

Electrostatics  

Electromagnetism  

DC Circuits  

Optics  

Modern Physics (Quantum Physics & 

Atomic and Nuclear Physics)  

Mechanics  

Electricity and Magnetism   

수강희망자는 개인 면담이 

요망됩니다.   

Section I : 90 분객관식 50 문항  

(5 문항 multi-correction problems)  

Section II : 90 분 주관식 5 문항   

Section I : 90 분객관식 50 문항  

(5 문항 multi-correction problems)  

Section II : 90 분 주관식 5 문항   

 

 

 

수강문의 604-248 6585  SKYPE ID: Whisung Education 검색 whisungeducations@gmail.com 

노스밴본원 101-814 The 15th Street West North Vancouver 호돌이마켓 옆 임신영 치과 건물  

 



AP Chemistry Lightboard 원거리 실황강의 1 월 개강  

 

AP Chemistry 는 AP 과목 중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과목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과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학교에서 'Honors 

Chemistry'를 하고있거나 Chemistry 에서 95%이상의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전문적인 선생님과 함께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만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면 5 점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AP 

Chemistry 는 학교에서 다루어 지는 수업으로는 3 점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컬리지 이상 수준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해서 반드시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5 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험 대비를 위해서 실제시험과 매우 흡사하며 꼭 마스터 해야 한다라고 알려진  배런스(Barron's)교재를 기반으로 

지난 해와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모음집과 FRQ' 문제들을 꼭 풀어보면서 차근차근 공부하면 안정적으로 5 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P Chemistry 시험영역  시험구성과 핵심기술  

1. Structure of matter -20% 

2. States of Matter -20% 

3. Reactions -35~40% 

4. Descriptive Chemistry -10~15% 

5. Laboratory -5~10% 

 

 

▶Section I (45% Mark)  

90 분 75 문제의 객관식 45%  

계산기 사용 불허 150 점 만점 중 100 점 이상이 5 점  

화학의 전반적 지식에 대한 질문. 120~130 정도를 맞아야 

안정권  

▶Section II 서술형 주관식 (55% Mark)   

Part A - 3 문제 55 분 계산기를 사용가능  빠른시간 사용이 

관건  

Part B 에서도 3 문제 40 분  계산기는 사용불가.  

특히 B 에서 중요한 능력은  

1. 답변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하는 능력 

2.문제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는 능력 

3. 좋은 structure 로 조리있게 답을 구성하는 능력  

AP 시험 일자 : 2018 년 5 월 

담당:Patrick Lim (서울대 졸 UBC Chemistry 연구원)  

        Whisung Educations  

        Chemistry 11/12  

        IB Chemistry / AP Chemistry 전문강사  

 

학원에 나오지 않고서도 집에서 편리하게 Lightboard 원거리 강의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10 월 마지막주  무료 샘플 강좌 

11 월 부터 방학전 까지 주 2 회 4 시간 기본개념이해 선행반 (7 주)  

12 월 부터 봄방학전 까지 주 2 회 4 시간 정규반 (12 주)  

봄방학 2 주 특강 주 3 회 총 6 회 12 시간: 모의고사 2 회 포함  

4 월부터 시험전 까지  문제풀이반 주 2 회 모의고사 2 회 포함(5 주)  

 

수강문의 604-248 6585  whisungeducations@gmail.com 

노스밴본원 101-814 The 15th Street West North Vancouver 호돌이마켓 옆 임신영 치과 건물  

 



AP Computer Science Lightboard 원거리 강의 안내 

 

밴쿠버 최고의 AP Prep Whisung Educations 에서 제대로 된 Computer Science 강의를 만나보세요    

담당 : Steve Kim (현 Vancouver College Computer Science 강사)  

10 월 마지막주  무료 샘플 강좌 

11 월 부터 방학전 까지 주 2 회 4 시간 기본개념이해 선행반 (7 주)  

12 월 부터 봄방학전 까지 주 2 회 4 시간 정규반 (12 주)  

봄방학 2 주 특강 주 3 회 총 6 회 12 시간: 모의고사 2 회 포함  

4 월부터 시험전 까지  문제풀이반 주 2 회 모의고사 2 회 포함(6 주)  

 

Coding 의 기본과 JAVA Script 의 기본이 있다면 꼭 획득해 놓아야 할 돋보이는 5 점  

Computer Science 는 A 와 AB 가 있었지만 지금은 A 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름은 컴퓨터 사이언스이지만 

대부분이 JAVA 프로그래밍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지 않기 때문에 응시자의 50%이상이 

5 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JAVA 

Programing 에 대해 기본을 가지지 않은 8,9 학년 학생들은 

10 학년 때 시험을 목표로 JAVA Programming 에 익숙하게 

되면 다른 어느 과목보다 5 점 획득이 쉬운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일자  2016 년 5 월 2 일 오전 8 시  

Multiple-Choice Section  총 40 문항 1 시간 15 분  시간조절이 관건  

Free-Response Section  Programing Language 로 JAVA 클라스를 써야함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하다고 알려진 Barron’s 교재와 작년과 

과거에 출제되었던 FRQ 위주로 3 월 까지 모든 출제영역의 내용을 

마스터하고 4 월에는 모의고사 위주의 연습문제 풀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2019 년에 AP Computer Science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을 연마할 수 

있도록 JAVA Programming 을 기본부터 

천천히 설명하는 반입니다.  

 

위의 두 반 모두 학원에 나오실 필요없이 집에서 Lightboard 실황 원거리 강의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문의 604-248 6585  SKYPE ID: Whisung Education 검색 whisungeducations@gmail.com 

노스밴본원 101-814 The 15th Street West North Vancouver 호돌이마켓 옆 임신영 치과 건물  

  

AP Computer Science Prep 

2018 AP Computer Science 대비 JAVA 

programming 기본반  



New SAT SKYPE 원거리 Lightboard 수업안내  

 

그동안 거리가 멀어서 노스밴과 랭리지역에서 진행되는 김휘성 원장의 

SAT/ACT/TOEFL 수업에 나올 수 없었던 학생들에게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Whisung Educations 의 Lightboard 스튜디오 완성과 함께 밴쿠버 최강 SAT, ACT, 

TOEFL 강의를 학원에 나오실 필요없이 편리하게 집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샘플강좌 이벤트가 12 월 19 일부터 시작됩니다.  

 

왜 SAT 를 공부해야 하나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이 어디든지에 상관없이 SAT 는 꼭 해야 할 공부입니다.  

1. 한국대학 

목표학생  

 

한국대학 입시에서 캐나다 고교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 가장 신빙성있게 받아드려지는 우수성 입증자료는 

AP 성적과 SAT/ACT 성적입니다. 하지만 New SAT 도입과 함께 SAT 의 난이도가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과학을 해야하는 ACT 보다 SAT 를 준비하는 것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SKY 와 성균관, 서강대, 한양대 등 명문대 서류전형을 위해서는 SAT 1500 점 이상이 필수스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 미국대학 

목표학생  

미국대학입시에서는 유명 사립, 주립대 입학에서는 SAT 성적제출은 필수 입니다. IVY League 와 그에 

준하는 유명 명문대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1500~1550 이상의 점수와 Essay 부분에서 18~21 점이상의 

점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캐나다대학 

목표학생  

캐나다 대학입학을 위해서 SAT 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대학에 가서 사용할 

Academic English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Academic 

English 의 실력을 단기간 효과적으로 올릴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SAT 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SAT 를 해 

본 많은 경험자들은 시험성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SAT 공부가 

알찬 경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해야 하나? 9 학년에는 시작하고 늦어도 10 학년 안에는 확실한 실력을 갖추어 놓자  

New SAT 도입 이전에는 SAT 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TOEFL 로 100 점 정도의 영어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New SAT 는 현 80~90 점 정도의 실력이 되는 9 학년 이상의 학생이면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9, 10 학년 학생들은 현재의 시간을 투자해 강력한 Academic English 를 갖추고 향후 3 년을 주도적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학교공부와 AP 준비등 바쁜 고등학교 시절을 허덕이며 보낼 지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밴쿠버 최강, 아니 북미 최강의 SAT 강의 – 우등생들의 네트워크 구축  

지난 10 년간 밴쿠버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루어 낸 학생 대부분들과 호흡을 맞추어 왔던 

김휘성 원장은 이번에 Lightboard 강의로 더욱 학생 여러분과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김휘성 선생의 Lightboard 스튜디오는 가까이는 광역밴쿠버 지역, 빅토리아, 토론토, 캘거리, 

그리고 멀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미 동부지역 등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요청에 부응하여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원거리 강의를 통해서 최고의 강의 뿐만 아니라 북미에 흩어져 열심히 공부하는 우등생들과의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스밴 본원 기본반  노스밴본원 중급반  Lightboard 기본반  Lightboard 증급반  Lightboard 실전반  

매주 수금 8-10 시  매주 월금 8-10 시  매주 화목 6-8 시  매주 화목 8-10 시  매주 토 9-11 시  

수강문의 604 248 6585 / 778 689 6586   SKYPE : Whisung Education 



iBT TOEFL 원거리 Lightboard 수업안내  

 

iBT TOEFL 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한국학생들은 그동안 전문적인 시험대비방법과 자료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김휘성 원장이 직강하는 iBT 프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번 Whisung Educations 의 Lightboard 스튜디오 오픈과 함께 이제는 학원에 나오실 필요, 라이드 걱정도 없이 

최고의 강의를 집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1 월 개강을 맞이해 10 월 말에 무료 모의고사와 상담이 제공됩니다.   

 

Lightboard 강의는 SKYPE 의 Conference 기능을 이용한 쌍방향 수업이며 녹화된 강의가 아닙니다. 수업중 학생들은 

선생님과의 지속적인 질문과 대화를 통해 Offline 수업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학원에 통학하는 시간 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와 질 뿐 아니라, 통학하는 시간과 수고도 줄여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iBT TOEFL 을 해야하나  

1. 온타리오나 퀘백에 있는 대학들은 영어권 학교에서 4 년을 수학하지 않은 경우 iBT TOEFL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UBC 나 

SFU, Emily Carr 등의 대학들은 영어권 학교에서 3 년을 수학하지 않았다면 iBT TOEFL 성적을 요구합니다. 

2. 현재 대학원에 진학하려 하거나 북미대학에 진학하려는 성인들도 iBT TOEFL 점수는 요구사항입니다.  

3. 미국의 많은 유명 대학들은 International 학생들에게 TOEFL 성적만으로 입학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늦은 

유학으로 대학 입학의 준비가 늦었더라도 iBT TOEFL 성적만 있으면 (치)의대도 진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4. 높은 TOEFL 성적으로 한국의 영어특기자 전형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학, 영어학 전공을 원하는 학생들은 110 점 

이상의 높은 TOEFL 성적이 있으면 합격가능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왜 김휘성 원장과 해야하나?  

최고의 전문가  

• 1998 년도부터 한국 파고다 어학원 일타강사 2001 년 부터는 한국 파고다 토플 

프로그램원장 출신의 김휘성 원장은 한국의 대표 TOEFL 전문가 중 한명입니다. 

대학신문이 선정한 최고의 TOEFL 강사로 선정되었고 수많은 대학생들의 

대학원진학을 도와왔습니다.  

•  2009 년부터는 밴쿠버 파고다와 Whisung Educations 에서 150 명이상의 110 점이상 

학생들을 길러낸 믿을 수 있는 선생입니다.  

최고의 영어선생  

• TOEFL 을 잘 치기 위한 영어적 기본실력을 높이는 기본반부터 실전에서 꼭 알아야 할 비법들을 숙지 시키는 

실전반까지 여러분의 TOEFL 성공을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고의 자료들  

• 김휘성 원장은 2005 년 iBT TOEFL 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출제된 문제들을 숙지하고 있고 많은 실전문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Whisung Education 의 TOEFL 수업에서는 출판교재가 아닌 실제 출제된 ETS 문제만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노스밴 본원 기본반  노스밴본원 중급반  Lightboard 정규반 Lightboard 주말 실전반 

매주 월수 6-8 시  매주 수금 4-6 시  매주 화목 4-6 시  매주 토 3-7 시  

수강문의 604 248 6585 / 778 689 6586  SKYPE : Whisung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