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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N T  L A N G U A G E  I N S T I T U T E



이름 학교 점수 한줄 후기!

송ㅇㅇ 압구정고3 120 효율적인 명강의로 만점이 가능했다!

김ㅇㅇ 외대부고(졸) 120 토플 만점은 전략이 필요하다. 극복해야 할 약점 전략 - 그대로 통했다.

홍ㅇㅇ 대원외고3 119 바쁜 스케쥴 - SNT과목별 전략이 많은 도움

정ㅇㅇ 외대부고2 119 SNT는 모든것의 지름길이다. 

Steve의 Speaking, Writing Clinic은 최고다!

ㅇㅇㅇ 민사고2 119 점수 보고 놀랐다.

집중 약점 공략 작전 - 빠른 시간과 만점이었다.

최ㅇㅇ 외대부고3 119  Listening의 실수로 -1점. 나머지는 SNT에서의 완벽한 준비로 끝냈다.

서ㅇㅇ ㅇㅇ외고3 119 Reading만 만점이 안나왔는데 필수 단어 폭풍 feeding

글의 Structure 정리 후 갑자기 5점 상승후 만점 

SNT 토플
리얼 한줄 후기!

토플 119점은 SNT에서 수월하게 나왔다. 하지만 SAT의 C.R.은 나를 항상 괴롭혀 왔고 그 중 Voca는 큰 짐이었다. 나의 이런 약점을 잘 아시
는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유사어 Set와 글의 구조를 분석 하다 보니 어느덧 SAT 1590이라는 성적표를 받게 되었다. 이 후 AP Biology, AP 
Cal. 등 어려움에 처할 때 마다 SNT는 나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 주었고 그 덕분에 수월하게 학점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남들이 부러워하는 
Korea English Debate Championship 중등부 Finalist / Best Speaker, 민사영어토론대회 Best Speaker 1위, 대상, 외대부고 디베이
트 초등부 Grand Finalist, 외대부고 디베이트 중등부 대상, Best Speaker, NFL Original Oratory 중등부 1위, Lincoln-Douglas 최고의 
학생으로 선정된 것들도 모두 SNT에서 이룬 실적이다.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SNT, 원장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과 직원 분들
은 나에게 학원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 편안함을 준다.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나를 위해 노력을 해주신 모든 
분들의 기대에 꼭 부응할 것이다.

• iBT iBT 119 / SAT 1590                           

• Korea English Debate Championship 중등부 Finalist, Best Speaker

• 민사영어토론대회 Best Speaker 1위 및 대상, 외대부고 디베이트 초등부 Grand Finalist

• 외대부고 디베이트 중등부 대상, Best Speaker

• NFL Original Oratory 중등부 1위, Lincoln-Douglas 최고의 학생으로 선정


김ㅇㅇ SNT토플,디베이트,모의유엔,SAT,진학 이수 학생 (6년)
스탠포드 대학

수시 합격자!



SNT 커리큘럼
Curriculum

왜 대치동은  SNT특수강좌에 열광하는가?

S CLASS  

 원서강독  배경지식

 북리뷰

 에세이

대회

 모의유엔

 디베이트

대회준비

 라이팅

창작



SNT 토플
리얼 한줄 후기!

english + debate

왜 대치동은 SNT영어에 열광하는가?

최고보다 최고를 꿈꾸는 대치 최강 열성모들의 선택! 

미리준비하는 자가 이긴다. Debate Champion, TOEFL 고득점으로 이어지는 정독능력, Speech 능력,  
탄탄한 4대 영역 기르기 

TOEFL은 Why SNT?임을 증명하는 고득점 과정 
실력이 향상되니 점수가 오른 정설을 입증하는 과정 

Jane, Nami, Steve, Stephen, Ahsa, Jun, Sung Hoon, Bienna, David, 
만점군단의 박진감 넘치는 명강의!

왜 대치동은 SNT디베이트에 열광하는가?

대입, 특목 면접준비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 면접준비 및 통합사회,과학, 인문학,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정 속에서 필요한 필수 배경지식 함양 

• 해외가지 않고도 유창함을 기를 수 있는 유일한 스피치 과정 

• 스피치를 쓰면서 길러지는 논리적 에세이 실력  

• 진정한 영어학습의 꽃! 디베이트



SNT 영어 정규 / 토플
학사 일정

월

초등 정규 중등 토플
기간

정
기
평
가

비고

초2-5 초6-중3 설명

1월

겨울 학기 겨울 특강 2개월

O *겨울특강은 5-1+ 이상 토플 수강생에게 해당

2월 **특강 시간표는 오전으로 변경, 4시간 수업 진행

3월

봄 학기 학기 3개월 *3개월 기준으로 진도표 구성 

** 정기평가는 5월 말 진행4월

5월
O

6월

여름 학기

학기 1개월

반 *국제학교 방학 특강 개강

7월

여름 특강 1개월

반

O *여름특강은 5-1+ 이상 토플 수강생에게 해당

8월 **특강 시간표는 오전으로 변경, 4시간 수업 진행

9월

가을 학기 학기 3개월 *3개월 기준으로 진도표 구성 

** 정기평가는 11월 말 진행10월

11월
O

12월 겨울 학기 학기 1개월 *특별 학기로 한달간 진행



SNT 영어 정규 / 토플
레벨표

SNT Level 강좌표

정규반 원서강독 특수강좌

 (기초) ▸ 3 ▸ 2 ▸ 1 ▸ + (고급) (N) 비문학 (F) 문학/소설 RD 
리딩+디베이트

RW 
리딩+라이팅

2학년

E
N
G
L 
I 
S
H

팀수업 2-3 2-2 2-1 2-1+

3학년

3/4 

Foundation

3-3 3-2 3-1 3-1+

4학년 4-3 4-2 4-1 4-1+

5학년

5/6 

Foundation

5-3 5-2 5-1 5-1+* 

(토플) N1 F1 RW1

6학년

T
O
E
F
L

6-3 6-2 6-1 6-1+ N1 F1 RW1

중1

중등속성반 90반 100반 110반 특목반

N2 F2 RD RW2

중2 N2 F2 RD RW2

중3 N3 N3 SAT SAT

대상 전체 전체 국제학교 대상

* 내신 수업은 기간 별 별도 안내 나갑니다.

* SAT수업은 별도 자료 참고 부탁합니다.



SNT 영어 정규 / 토플
커리큘럼 구성

구 분 과 정 수업시간 수업 구성 (회차)

초등2-5학년 

영어정규
정규과정

월/금 4-7시 
화/목 4-7시 
*특강: 3-7시

리딩 이슈분석 디베이트 라이팅 그래머 총 시간

2 1 1 1 1 6

초5(5-1+) - 초6 토플과정
월/금 7-10시 
화/목 7-10시 
*특강: 6-10시

리딩 라이팅 리스닝 스피킹 총 시간

2 2 1 1 6

중등토플 

(그래머 무료보강)
토플과정

월/금 6-10시 
화/목 6-10시

리딩 라이팅 리스닝 스피킹 *그래머 총 시간

2 2 1 1 2 8

RD 
Reading + Debate 국제학교 토 1-5시

문학/소설 비문학 디베이트 총 시간

1 1 2 4

RW 
Reading + Writing

국제학교
수요일  
4-7:30

비문학 문학/소설 라이팅 보카 총 시간

1 1 1 0.5 3.5

중등 토요토플 토플과정 토요일 1-5시
리딩 라이팅 리스닝 스피킹 총 시간

1 1 1 1 4



SNT 정규강좌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 디베이트 정규반은 같은 시간에 다수의 반이 운영중입니다. 기존 반 배치 부터 팀수업 배
정 모두 가능합니다.

* 원서강독반은 레벨별 개강반이 상시 바뀔수 있음을 알립니다. 

디베이트  
9:00 - 12:00
10:00 - 1:00 

디베이트 
10:00 - 1:00 

원서강독
10:00 - 1:00 

오후

디베이트 
1:30 - 4:30 
2:00 - 5:00 

원서강독
2:00 - 5:00 
4:00 - 7:00

디베이트 
2:00 - 5:00

원서강독
2:00 - 5:00 

저녁

디베이트 
7:00 - 10:00  

원서강독
7:00 - 10:00 

디베이트 
7:00 - 10:00  

원서강독
7:00 - 10:00 

디베이트 
7:00 - 10:0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오후

초등
월금반
4:00 - 7:00

초등
화목반
4:00 - 7:00

RW
수요반
4:00 - 7:30

초등
화목반
4:00 - 7:00

초등
월금반
4:00 - 7:00

토요토플
토요반
1:00 - 5:00

RD 
토요반 
1:00 - 5:00

저녁

초등 (6학년)
월금반
7:00 - 10:00

중등부
월금반
6:00 - 10:00

초등 (6학년)
화목반
7:00 - 10:00

중등부
화목반
6:00 - 10:00

초등 (6학년)
화목반
7:00 - 10:00

중등부
화목반
6:00 - 10:00

초등 (6학년)
월금반
7:00 - 10:00

중등부
월금반
6:00 - 10:00



SNT 영어 정규 / 토플
강사진



SNT 영어 정규 / 토플
교재

리딩  
Reading 

Academic Reading Builder Series / Reading for the Real World 
Active Series 

디베이트 & 이슈 분석  
Debate & Issue Analysis 

Level 1,2,3,4 

*100% 자체 교재 

문법  
Grammar 

천일문 Grammar / Grammar - Form and Function 

라이팅 
Writing 
Level 1: Structure Writing 
Level 2: Expansion Writing 

Level 3 : Precision Writing  

*100% 자체 교재 

토플 TOEFL 외부 교재 

HACKERS Actual Test Series 
TOEFL iBT Codebreaker Series 
PAGODA TOEFL 80+ Series 
토마토 TOEFL iBT Series



SNT 디베이트
교재

Debate Master 
디베이트 최상위과정 

설명: 1회 3주제 세부분석 (실전반) 

(월1권)

Debate Challenger 
디베이트 상급과정 

설명: 1회 2주제 세부분석 (예비실전반)  
(월1권)

Debate Explorer 
디베이트 중급과정 

설명: 1회 1주제 세부분석 (월1권)

My First Debate Series: Issues 
디베이트 입문과정 

설명: 이슈 중심 개론서 (4권 완성) 

My First Debate Series: Skills Book 
디베이트 입문과정 

설명: 기술&이론 중심 개론서 (2권 완성)



SNT 디베이트
실적



S N T  L A N G U A G E  I N S T I T U T E

IBT TOEFL 120점 – 8명 

김OO(대원외고3), 강OO(SIS), 조O아(방배중3), 김OO(외대부고졸업), 안OO(대원외고2), 송OO(압구정고 2) , 유OO(대원외고 3, 전OO (서울국제고 3) 

  

IBT TOEFL 119점 -20명 

서OO(경기여고3 졸업), 석OO(이화여고2), 강OO(대원외고졸업), 유OO(대원외고졸업), 조OO(대원외고2), 민OO(대원외고3), 홍O진(대원외고3, 구OO (대원외고

2), 김OO(대원외고3), 이OO(대원외고2), 이OO(대원외고3), O유O(OO고),  이OO(외대부고3), 김OO(외대부고1), 태OO(북일고),  김OO(외대부고3), 김OO(역삼

중 3), 윤OO(대원외고 2), 임OO(한영외고3), 양OO(SIS8), 정O연(외대부고2), 

  

IBT TOEFL 118점 - 26명 

강OO(대원외고3), 김O(대원외고3), 이OO(북일고2), O민O(OO고), 강OO (대원외고1), 

문OO (청심국제고2), 김OO (대원외고3), 서O욱(OO고), 김OO(한영외고 졸업생), 김OO(은광여고 졸업), 성OO(대원외고 졸업), 서OO(대원외고졸업), 김O영(대청

중3), 신O미(대원외고2), 윤OO (대원외고2), 윤O원(대원외고2),  유OO (은광여고졸업생), 윤OO(대원외고3), 윤O원(대원외고), 김OO(하나고), 김O은(SOHS9), 

박O재(대원외고1), 윤O준(서울국제고), 강OO(한영외고3), 권OO(대원외고 2),윤O호(해외), 박OO(민사고), O성O(대원외고3, 권OO(대원외고3),  

김O(상명중3), 김O원(대원외고3), 정O연(외대부고2), 홍OO(대명중3) 

  

IBT TOEFL 117점 

강OO (대원국제중 졸업), 김수연(대원외고3), O혜O(OO고), O진O(OO고), 노OO(대원외고1), 서OO(경원중2), 유OO(대원외고3), 이OO(내정중1), 이OO(대원외

고1), 조OO(한영외고2), O재O(OO고), 남OO(외대부고3), 고OO(단대부고 졸업생), 최O재(한영외고1), 김OO(대원외고 졸업생), 위OO(대원외고 졸업생),           

김OO(외대부고3), 김OO(대O외고2), 공OO(은광여고 졸업생), 최OO(대원외고 졸업생), 고OO(한영외고2), 이OO(보딩), 곽OO(외대부고2), 조O현(중대부고1), 이

OO(북일고1), 정OO(여의도고2), 최OO(중대부고2), 안O현(외대부고), 강O원(대원국제중3), 유OO (대원외고2), 서O(경원중1), 이O(대원국제중3), 김OO(대청중

1), 안OO(외대부고1), 황OO(OO고), 최OO(대청중3), 박OO(대원국제중3), 박OO(대치중3), 유OO(외대부고 졸업), 전O원(대원외고1), 김O주(판교KIS), 윤OO(대

명중3), 박OO(제주KIS), 김O민(대원외고3), 

  

IBT TOEFL 115점 이상 

노OO(대원외고2), 배O민(낙원중2), 김OO(대원외고2), 이OO(대원외고), 권O현(SIS), 김OO(대원외고), 최OO(한영외고), 최O원(대원외고), 정OO(대원외고), 김O

희(대원외고), 유O정(경기여고), 서OO(한영외고), 김OO(대원외고), 김O현(단대부고), 김OO(경기여고), 정O준(명덕외고), 박OO(대원외고), 김OO(동덕여고),     

박OO(한영외고1), 임OO(대원외고), 김OO(은광여고), 우O수(명덕외고), 김도O(부산국제고), 주O린(대원외고), 이O주(이화외고),이OO(대원외고), 서수O(한영외

고), 유O정(경기여고), 김O진(대청중), 구O원(보평중2), 최O진(숙명여중2), 김민O(대청중), 구O찬(대원국제중), 박O민(서현중), 강O진(오륜중), 이O형(백현중), 

오O오(대청중), 김OO(양재고), 이OO(숙명여고), 김O인(정신여중), 유O현(숙명여중2), 정O연(대청중), 김O준(경원중), 장OO(대원외고2), 김OO(대원외고2),      

유OO(대원외고2), 한OO (청심국제중1), 백O주(대원외고3), 윤O현(광희중 졸업), 김OO(한영외고3), 조O진(대원외고 졸업), 강O웅(백운중 졸업), 이O연(대원외

고2), 이OO(한영외고3), 임OO(해외), 김O연(분당영덕여고3), 김OO(상산고2), 권OO(대원외고2) 

실력이 실적이  

되는 어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