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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PSU에듀센터
매년 전세계 50개국 1000여명이 찾는 대한민국 최대의 SAT, ACT, 
TOEFL, 특례&수시, AP&IB 교육기관으로서 PSU에듀센터는 학생
들에게 체계적인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전세계 친구들과 함께 공부
하면서 확실한 실력 향상은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도
록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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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Relationship
- Yantai Aihua Bilingual School Korean Admission Offi  ce

- University of Minnesota, Crookston 협약 체결

- Massachusetts College of Pharmacy and Health Science 
MCPHS 한국입학대표부

- St. Georges University 국제의대 한국 공식 에이전트

- Penn State University World Campus 협약체결

- UC Riverside Student Exchange Program 협약체결

- Texas Intensive English Program 협약체결

Global No.1 PSU에듀센터

미국, 캐나다를 넘어 중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까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대표 PSU에
듀센터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
들과 함께 공부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PSU에듀센터에서 세계 No.1 리더로 성장하시길 바
랍니다.

PSU에듀센터는 2015년 5월 중국 동관을 시작으로 북경, 청도, 연태 등 중국 현지에서도 최고의 SAT, ACT, TOEFL, 특례 & 
수시, AP&IB 전문학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UAE와 베트남까지 오픈 했습니다

PSU에듀센터의 무대는 전 세계입니다.

아시아 아메리카유럽 아프리카

PSU에듀센터 중국 동관

PSU에듀센터 부산 직영 PSU에듀센터 광주

PSU에듀센터 UAE

PSU에듀센터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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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에듀센터는 2018년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의 환승역인 선릉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에 위치한 애플
트리타워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애플트리타워는 서울시 건축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서울시 
건축상’에서 석조건물 부분에서 수상하였습니다. 건물내에는 각종 편의 시설(대형 로비, 스타벅스, 편의
점)이 구비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선정릉공원과 COEX가 위치하고 있어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조금
이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1. 공부를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PSU에듀센터”

2. 학생에 최적화된 맞춤형 수업 제공
국내외 학생들의 서로 다른 방학 일정, 학업수준, 국내 체류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최적화된 프로
그램을 제공합니다. 학생상황에 따라 통학형 Daily Program과 숙식까지 제공되는 All-Day Program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상황에 따라 Honor반과 실전대비반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단과수업까
지 복수 수강을 할 수 있어 짧은 여름 동안 학생들이 최대의 학습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3. SAT / ACT / TOEFL / 특례 / AP / IB “국내 최고의 강사진”
PSU에듀센터는 대치동 최고의 강사들이 모여 모든 문제들을 공유하고 세미나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강사 플랫폼입니다. PSU에듀센터에 오시면, 최고로 준비된 강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나의 가장 부족한 영역 집중 관리 “타겟팅 수업”

5. 토요일에는 “SAT, ACT, TOEFL, AP, SAT II, IB 추가 실전테스트”
SAT 수강생은 ACT 를, ACT 수강생은 SAT 를 실전테스트 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SAT II, IB 등의 과
목들은 모두 수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전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학생들은 Reading 이 강하면 Writing 이 약하고, Writing이 강하면 Math 가 약하고� 꼭 한 영
역이 말썽이죠. ACT 나 TOEFL 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타겟팅으로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공
략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올 여름, PSU에듀센터에서 여러분의 실력
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SAT, ACT, 
TOEFL, AP,  IB 등 시험 준비와 세계 50개
국에서 찾아오는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실력 향상
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환경에서 세계의 
친구들과 함께 PSU만의 학습법으로 학습
하세요. 

PSU의 교육 시스템
10가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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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록과 동시에 “전담 카운슬러 배정”
짧은 여름 학생들이 최대의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해 드립
니다. 학생이 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순간까
지 전담 카운슬러가 배정되어 수강기간 내내 학생의 생활, 성적, 진
로, 진학 등의 상담과 관리를 책임지며, 이에 관련된 내용을 부모
님과 상의합니다. *카카오플러스친구 “PSU에듀센터” 등록하시면 
온라인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8. 학생 밀착형 “학사관리 시스템”
매년 1,000명이 넘는 수강생들을 관리하는 차별화된 “PSU학사관
리 시스템”은 단순한 성적 리포팅 서비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
적 향상 및 성취도 분석을 개개인의 학습 방법 및 보안 대책까지 수
립하여 고득점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학
생 스스로가 틀린 문제를 심층분석하고 문제 난이도별로 학생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향후 유사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오답노트” 작
성을 집중 지도합니다

6. 최대 30과목 단과과목 개설
대부분의 소규모 학원에서는 다양한 과목의 수강이 현실적으로 불
가능합니다.하지만 PSU에듀센터는 매년 다양한 단과 강좌가 개설
됩니다.
[오픈 강좌]
Grammar & Essay / TOEFL / Algebra / Pre-Cal / Calculus / 
Math2 / IB Math / Chemistry (Regular, AP, IB) / Biology (Reg-
ular, AP, IB) / Physics (Regular, AP, IB) / US History (Regular, 
AP) / World History (Regular, AP) / Economics (AP, IB) / 특례
지필 (국어, 영어, 수학)

9. 부모님의 마음으로 “Boarding 관리”
학원 근처의 최상의 시설을 갖춘 레지던스에서 거주하며, 기상및 
취침점호, 방청소, 빨래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관리하며, 잠자는 
순간까지 저희 직원이 함께 거주하며 관리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야간에 집에 들어왔을 때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게 진정
으로 중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와 격려” 입니다.

10. 미국, 한국, 아시아  
“TOP College Consulting Service”

PSU에듀센터는 Harvard University, Princeton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Yale University, University of Penn-
sylvania, University of Chicago, Duke University, Brown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Cal Tech, MIT, Georgia Tech, 
Northwestern University, New York University, Rice Univer-
sity, University of Toronto, 홍콩대, 홍콩과기대 등 미국 아이비
리그를 포함한 전 세계 최상위권 대학을 입학시켰습니다. 뿐만 아
니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
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국내 Top 10 학교에 대부분 합격 
시켰으며, 컨설팅 학생 전원 합격이라는 신화를 써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브로셔 참조

2018 여
름

특
강

2018 여
름

특
강

SAT·ACT·TO
EFL·AP&IB·특

례
&수

시

SAT·ACT·TO
EFL·AP&IB·특

례
&수

시

7 8



SAT / ACT / TOEFL
AP& IB / 특례&수시
 2018 여름특강 개강일

 개강 과목

프로그램 안내

차수 개강일 차수 개강일

1차 2018년 05월 28일 (월) 6차 2018년 07월 02일 (월)

2차 2018년 06월 04일 (월) 7차 2018년 07월 09일 (월)

3차 2018년 06월 11일 (월) 8차 2018년 07월 16일 (월)

4차 2018년 06월 18일 (월) 9차 2018년 07월 23일 (월)

5차 2018년 06월 25일 (월) 10차 2018년 07월 30일 (월)

정규 수업 (월~금, 09:00~17:30)

SAT 실전대비반 / Honor반

ACT 실전대비반 / Honor반

TOEFL 100 / 80 / 70점반

특례지필 문과종합반 / 이과종합반 / 수시면접반

IBDP Y1 개념반 / Y2 심화반 

구분 세부 내용

Daily Program 정규 + 단과(선택) 09:00~17:30 (단과: 20:30)

All-Day Program 정규 + 단과 + 숙식 24시간

단과 수업 (화~금, 18:30~20:30)

Algebra II Chemistry / IB US History

Pre-Calculus Biology / IB World History

AP Calculus Physics / IB Economics  AP/IB

Math II / IB Math Grammar&Essay TOEFL

특례국어 특례영어 특례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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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PSU에듀센터는 SAT 시험 주관사 칼리지보
드에서 제공한 새로운 SAT 가이드라인을 바
탕으로 영역별 분석을 마치고, 지난 2015년 
6월 국내 최초로 새로운 SAT에 완벽 대비하
는 교재를 출간했습니다. 2015년 여름특강
부터 해당 교재를 통해 많은 학생이 SAT수
업을 수강했으며, 실제 시험에서도 높은 성
적을 거두었습니다.

PSU에듀센터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 확실한 성적향상 ”

[전체 수강생의 SAT 성적향상 비율]

10%

0~200점 200~300점 300~400점 400~500점 500~600점 600~700점

26%

3%
5%

32%

24%

SAT Honor / 실전반

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09:00~10:20 Writing Writing Writing
모의고사

09:00~13:10

Writing 09:00~
실전테스트 

(신청자에 한함)
SAT, SATⅡ, ACT, 

TOEFL, IB, 특례지필
10:20~11:40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11:40~12:40 Lunch Lunch Lunch Lunch

12:40~14:00 오답노트 오답노트 오답노트 Lunch 오답노트 Lunch

14:00~15:20 Reading Writing Reading Writing Reading 02:00~
학부모 간담회

(신청자에 한함)
특례 & 수시전략, 

미국대학, 의대·약대, 
학년별 전략

15:20~16:00 단어 테스트

16:00~17:30 Targeting (Reading or Writing or Math)

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8:30~20:30
(옵션) 3주 완성 단과 특강 (AP, SAT II, 특례지필, IB)

※ SAT Honor 반은 매주 목요일에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되며, SAT 실전대비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 3주 완성 특강(옵션): Algebra 2, Pre-Cal, AP Cal(AB/BC), SAT II Math, IB Math, US /World History, Economics(AP/IB), Chemistry(Regular/
AP/IB), Biology(Regular/AP/IB), Physics(Regular/AP/IB), Grammar&Essay, TOEFL, 특례지필(국/영/수)

 이유!를 선택해야하는
“ 확실한 성적향상 ”

를 선택해야하는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 확실한 성적향상 ”

.

[NewSAT 교재 2nd Edition]

현재는 두번째 에디션이 출간되어 세계 최대 
온라인 서점 아마존, 국내 최대 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Yes 24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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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ACT 성적은 네 과목 점수가 합산되어 산출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잘해야 전체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
다. 지난 2017년 여름특강을 수강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ACT 실제시험에서 30점 이상을 거뒀고, 성적
향상 폭이 가장 컸던 학생은 25점에서 시작하여 2017 여름특강 후 10월 시험에서 34점을 받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내에서 최고로 검증된 
ACT Dream Team과 함께라면, 
ACT 만점,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명문대 출신은 기본! 오랜 강의경력의 ACT 전
문강사
학생의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 후 철저히보완, 강점
을 더 크게 키워주는 수업
매주 진행되는 모의고사 성적을 담당 선생님이 지
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ACT 고득점 완성
최고의 ACT 강의교재 완성을 위해 강의연구와 최
신 트렌드 문제 업데이트

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09:00~10:20 Reading 
/ Science

English 
/ Math

Reading 
/ Science

모의고사
09:00~13:10

English 
/ Math 09:00~

실전테스트 
(신청자에 한함)

SAT, SATⅡ, ACT, 
TOEFL, IB, 특례지필

10:20~11:40 English 
/ Math

Reading 
/ Science

English 
/ Math

Reading 
/ Science

11:40~12:40 Lunch Lunch Lunch Lunch

12:40~14:00 오답노트 오답노트 오답노트 Lunch 오답노트 Lunch

14:00~15:20 Reading 
/ Science

English 
/ Math

Reading 
/ Science R/S & E/M 격주 English 

/ Math 02:00~
학부모 간담회

(신청자에 한함)
특례 & 수시전략, 

미국대학, 의대·약대, 
학년별 전략

15:20~16:00 단어 테스트

16:00~17:30 Targeting (Reading or Writing or Science/Math)

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8:30~20:30
(옵션) 3주 완성 단과 특강 (AP, SAT II, 특례지필, IB)

ACT Honor / 실전반

※ ACT Honor 반은 매주 목요일에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되며, ACT 실전대비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 3주 완성 특강(옵션): Algebra 2, Pre-Cal, AP Cal(AB/BC), SAT II Math, IB Math, US /World History, Economics(AP/IB), Chemistry(Regular/
AP/IB), Biology(Regular/AP/IB), Physics(Regular/AP/IB), Grammar&Essay, TOEFL, 특례지필(국/영/수)

TOEFL
PSU에듀센터의 토플 강의는 수년을 답습한 얕은 기술이 아닌 매달 최신 출제
경향 데이터를 반영한 신유형 토플 강의를 제공합니다.

※ 3주 완성 특강(옵션): Algebra 2, Pre-Cal, AP Cal(AB/BC), SAT II Math, IB Math, US /World History, Economics(AP/IB), Chemistry(Regular/
AP/IB), Biology(Regular/AP/IB), Physics(Regular/AP/IB), Grammar&Essay, TOEFL, 특례지필(국/영/수)

통계와 패턴에 입각한 과학적인 토플강의!

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09:00~10:20 Reading / Writing Speaking / Listening Reading / Writing
모의고사

09:00~13:10

Reading / Writing

10:20~11:40 오답노트 오답노트 오답노트 오답노트

11:40~12:40 Lunch Lunch Lunch Lunch

12:40~14:00 Speaking / Listening Reading / Writing Speaking / Listening Lunch Speaking / Listening

14:00~15:20 Reading / Writing Speaking / Listening Reading / Writing Speaking / Listening Reading / Writing

15:20~16:00 단어 테스트 

16:00~17:30 Targeting (Reading, Writing, Speaking, Listening)

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8:30~20:30
(옵션) 3주 완성 단과 특강 (AP, SAT II, 특례지필, IB)

토플 100점 / 80점 / 70점반

국내 최고의 선수강사 투입
족집게 출제 포인트: iBT 토플 10년 후기를 바탕으로 ETS 출제 유형만 공략
최다 빈출 주제의 출제 경향과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반영한 수업
최신 토플 Trend 분석을 반영한 2018년 시험 출제 예상문제 수업

2018 여
름

특
강

2018 여
름

특
강

SAT·ACT·TO
EFL·AP&IB·특

례
&수

시

SAT·ACT·TO
EFL·AP&IB·특

례
&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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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수시

1. 레벨 테스트를 통한 수준별 수업 추천 

2. 다년간 노하우를 축적한 베테랑 강사의 강의

3. 학생 별 취약점 개선이 가능한 소규모 수업 진행  

4. 주1회 모의고사 및 오답정리로 실제시험 적응

5. 주1회 한국대학 컨설턴트와의 미팅을 통한 입시대비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이
그 외

최근 3년 합격대학 현황

13%

31%

35%

21%

PSU에듀센터 특례수업 강점

특례&수시 문과 종합반

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09:30~10:30
국어 국어 국어 모의고사

국어+영어 국어
09:00~

실전테스트 
(신청자에 한함)

SAT, SATⅡ, ACT, 
TOEFL, IB, 특례지필

10:30~11:30

11:30~12:30 Lunch Lunch Lunch 모의고사
토익

Lunch

12:30~13:30 영어
(공통)

영어
(공통)

영어
(공통)

영어
(공통)13:30~14:30

컨설턴트 미팅

02:00~
학부모 간담회

(신청자에 한함)
특례 & 수시전략, 

미국대학, 의대·약대, 
학년별 전략

14:30~15:30 토익
(Option)

토익
(Option)

토익
(Option)

토익
(Option)15:30~16:30

16:30~17:30 컨설턴트 미팅

18:30~20:30
(옵션) 3주 완성 단과 특강 (영어:문법 , 국어:문학, 수학:기하/벡터)

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09:30~10:30 모의고사
수학+영어

09:00~
실전테스트 

(신청자에 한함)
SAT, SATⅡ, ACT, 

TOEFL, IB, 특례지필
10:30~11:30

11:30~12:30 Lunch Lunch Lunch 모의고사
토익

Lunch

12:30~13:30 영어
(공통)

영어
(공통)

영어
(공통)

영어
(공통)13:30~14:30

컨설턴트 미팅

02:00~
학부모 간담회

(신청자에 한함)
특례 & 수시전략, 

미국대학, 의대·약대, 
학년별 전략

14:30~15:30
수학(가)

고려대,한양대
수학(가)

고려대,한양대
수학(가)

고려대,한양대
수학(가)

고려대,한양대15:30~16:30

16:30~17:30 컨설턴트 미팅

18:30~20:30
(옵션) 3주 완성 단과 특강 (영어:문법 , 국어:문학, 수학:기하/벡터)

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09:30~10:30
수학(나)

성대, 경희대
수학(나)

성대, 경희대
수학(나)

성대, 경희대
모의고사
수학+영어

수학(나)
성대, 경희대

09:00~
실전테스트 

(신청자에 한함)
SAT, SATⅡ, ACT, 

TOEFL, IB, 특례지필
10:30~11:30

11:30~12:30 Lunch Lunch Lunch 모의고사
토익

Lunch

12:30~13:30 영어
(공통)

영어
(공통)

영어
(공통)

영어
(공통)13:30~14:30

컨설턴트 미팅

02:00~
학부모 간담회

(신청자에 한함)
특례 & 수시전략, 

미국대학, 의대·약대, 
학년별 전략

14:30~15:30
토익

(Option)
토익

(Option)
토익

(Option)
토익

(Option)
15:30~16:30

16:30~17:30 컨설턴트 미팅

18:30~20:30
(옵션) 3주 완성 단과 특강 (영어:문법 , 국어:문학, 수학:기하/벡터)

특례&수시 이과 종합반(수학 가형-고려대, 한양대)

특례&수시 이과 종합반(수학 나형-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2018 여
름

특
강

2018 여
름

특
강

SAT·ACT·TO
EFL·AP&IB·특

례
&수

시

SAT·ACT·TO
EFL·AP&IB·특

례
&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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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완성 단과 특강
(AP, SAT II, 특례지필, IB)

1차: 06/19(화)~07/06(금) 3주간 화, 수, 목, 금, 18:30~20:30
2차: 07/10(화)~07/27(금) 3주간 화, 수, 목, 금, 18:30~20:30

※ 위의 안내된 과목 외에 다른 과목 수업도 가능합니다. 
※ 단과과목은 개별수업 혹은 팀수업이 가능하니 상담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Grammar & Essay와 TOEFL은 매주 개강합니다

요일 시간 과목

화 ~ 금 18:30~20:30

Algebra II Chemistry-Regular Physics-Regular 특례지필-국어

Pre-Cal Chemistry-AP Physics-AP 특례지필-영어

AP Calculus AB Chemistry-IB Physics-IB 특례지필-수학

AP Calculus BC Biology-Regular US History

Math II-시험대비 Biology-AP World History

IB Math-학년별내신 Biology-IB Economics-AP

Grammar & Essay* TOEFL* Economics-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09:00~10:20
IB Chemistry or IB Economics

09:00~
실전테스트 

(신청자에 한함)
SAT, SATⅡ, ACT, 

TOEFL, IB, 특례지필
10:20~11:40

11:40~12:40 Lunch

12:40~14:00
IB Mathematics SL/HL

14:00~15:20 02:00~
학부모 간담회

(신청자에 한함)
특례 & 수시전략, 

미국대학, 의대·약대, 
학년별 전략

15:20~16:00
IB Biology or Physics

16:00~17:30

시간 Option 1. (화요일~금요일)

17:30~18:30 Dinner

18:30~22:30

Math
Pre-cal(개념) AP Cal AB(개념) IB Math(문제풀이)

SATII Math (문제풀이) AP Cal BC(개념)

Science

Chem(개념) AP Chem(개념) IB Chem(문제풀이)

Bio(개념) AP Bio(개념) IB Bio(문제풀이)

Physics(개념) AP Physics(개념) IB Physics(문제풀이)

Social Studies

World History(개념) AP World History(개념) IB Econ(문제풀이)

US History(개념) AP US History(개념)

AP Econ(개념)

기타 Grammar & Essay 토플 특례지필(영어,국어,수학)

22:30~23:00 Review

시간 Option 2. (월요일~금요일)

17:30~18:30 Dinner

18:30~22:00

Special Care Program

1.과제 수행 후 담당선생님 1:1 검수

2.오답노트 작성법 지도 및 확인

3.주2회 소규모 tutoring 수업제공

4.추가 모의고사 세트 출제

IBDP 11학년, 12학년 전과정 개념과 출제된 문제풀이 수업

1999년부터 출제된 문제 분석 후, IB Diploma Test 수업

IBDP Y1 개념+문제풀이

IBDP Y2 심화반

1차: 06/18(월)~07/13(금) 4주간 / 2차: 07/16(월)~08/10(금) 4주간

1차: 06/19(화)~07/06(금) 3주간 / 2차: 07/10(화)~07/27(금) 3주간

※ 실전테스트는 신청자에 한해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8:30~20:30 IB Math / Biology / Chemistry / Physics / Economics 등

2018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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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18 여
름

특
강

SAT·ACT·TO
EFL·AP&IB·특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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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SAT·ACT·TO
EFL·AP&IB·특

례
&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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