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 합격!
 
이○연 (싱가폴공립 AEIS 시험 합격) 
김○호 (싱가폴공립 AEIS 시험 합격)  
 
스티브쌤(IGCSE/TOEFL/WRITING 전문)과 열심히 수업 하여 각각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AEIS 싱가폴 공립 시험 문의 받습니
다.  IGCSE 장기 대비반 상담 및 문의 받습니다.
 

☆HANA Solution 국제학교 방과 후 반 소개. 
 
 
 
 
 
전반적 내신강화 수업: 월~금반, 월수금반, 또는 단과반 선택 가능.
원비 문의 바랍니다.  

                                정규 수업반 소개 
               [오랜 수업과 학원운영 경력의 원장님이 강사들 지도 관리]

                                       
                                      (수학)    
                             1. 학교 성적 대비반
                             2. Checkpoint/IGCSE 시험 대비반

 
                                  (과학: 화학, 물리, 생물)
                             1.  학교 성적대비반

         2. Checkpoint/IGCSE 시험 대비반
 

                                         (중국어)
                              1. 기초반
                              2. 중급반

 
                                       (성인 회화반)
                              1. 기초반
                              2. 중급반                                      



(영어: 스티브쌤, 원어민쌤)
                        1.  General Writing/에세이 실력 향상반
                        2.  IGCSE 대비반, 입시반 (1st & 2nd)
                        3.  Checkpoint 대비반 (yr6 & yr9)
                        4.  PSAT, SAT/ACT 대비 입시반, AP 영어, 심리학
                        5.  싱가폴 공립 AEIS 시험 대비반
                        6.  TOEFL, IELTS, IB, A-LEVEL반
                        7.  국제학교 입학시험 및 인터뷰 대비반
                        8.  체계적 문법+독해 심층 수업반
                        9.  대입 자소서/인터뷰 (한국, 외국대학)
                       10.  수능문법독해/특례영어기출풀이 (한국 귀국 대비반)
 

                                     (역사, 문학반)
                         1. History 학교시험 대비반
                         2. Literature 학교시험 대비반

 
학교 시험지 format 심층분석+전반적 Writing 수준향상(다양한 작문기법 습득)     

추가적으로 깊이 있는 독해 파악력 향상+고급어휘 sheet 제공.
 

하나솔루션 Writing 수업 소개: 묘사문, 설득문, 설명문, 충고문, 정보문 그리고
논설문 종류별 수업. 그 외 편지문, 리포트, 아티클, 대사문, 인터뷰, 스피치 형식
으로 적용 훈련. 
 
묘사문 팁: 오감 활용, 은유법 비유법 의인법 과장법 활용, 형용사로 수식, 카메라
기법, 서론 본문 결론 잘 쓰기 기법, 서론과  결론 이어주기, 결론은 
여운이 남게, 대화 삽입, Alliteration, 감정 기입법 등, 다양한 기법들 습득.        
 
논설문 팁: 반어법으로 시작, 나 대신에 우리, 인용, 과장 강조 반복 기법, 감정을
통한 설득, 전문적 의견으로 받쳐주는 사실로서 설득, 나의 느낌, 의견, 깊이 있는
생각, 통찰력, 그리고 중요한 PDE (포인트-세부사항-예시)기법 학습.
 
A+ 학점 예시글들과 C 학점 예시글들을 비교 분석 해 보며 각각의 작문 기법들
을 습득. 작문 점수가 웬만해서 안 나오는 학생들도 스티브쌤과의 최소 몇개월 
학습 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수강생: 말보로, 텐비, 썬웨이, 오스틴,
페어뷰, 엑셀시어, 세리오메가, 크레센도)
 
- 장소: 에코네스트 상가, 에코갤러리 옆 HANA 학원.
- 댓글로 말고 카톡 cjl1000 또는 016 210 8100 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