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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smarter. 



   C2 Vancouver West  (Kerrisdale 지역)  

 사립학교 입학 전문 

       ST. George’s School,  West Point Grey Academy,  Crofton House,   York House,  
       Little Flower Academy,  Vancouver College,  St. John's School 

 

 대학 입학 컨설팅 

      미국 / 캐나다 대학 안내 

      SAT & ACT 시험 준비 

 

 맞춤식 1 대 3 교육 시스템 

      한 Class에 최대 3명의 학생이 수업하며,  수업은 1 대 1 방식 

 

 



 대상 

       유치원생부터 12학년 학생 

 
 학습 과정 
  
        English : Vocabulary, Reading, Writing, Grammar      
 
        Math  : Math skills, Reasoning Skills, Pre-Algebra, Algebra, Geometry,  
                      Pre-Calculus, Calculus 
        
        Subject Tutoring : Science, Biology, Chemistry, Physics, English, Math  
        
        Test Prep. : SAT, SSAT, ACT, Provincial Exams 등 
         
        Homework Support : All subjects 
         
         University Counselling : 캐나다 및 미국 대학 

 

   C2 Vancouver West  (Kerrisdale 지역)  



 2016년도 주요 합격 대학 
      CANADA 대학 : McGill, UT, UBC, Alberta, Waterloo, Western,  
                                   Queens, & SFU 
 
      USA 대학  :  Columbia, University of Chicago, U-Penn, Johns Hopkins,  
                             UC Berkeley, UCLA, USC, Boston College, NYU, University of   
                             Washington & University of Rhode Island 
 

 New SAT 및 SSAT 최고 성적   

 New SAT                    : 1570 / 1600 

 SSAT Middle level    : 2103 / 2130 

         

         

   C2 Vancouver West  (Kerrisdale 지역)  



 Harvard,     Princeton,     Yale,     Columbia,     Stanford,     MIT, 

University of Chicago,     Upenn,     Cal Tech.,     Johns Hopkins,                                 

Boston College,     Brown,     Cornell,     Duke,     Georgia Tech.,     Georgetown,     

Michigan,     Northwestern,     NYU,     Penn State,     Rensselae,     Rice,     Rutgers,     

UC Berkeley,     UC Irvine,     UC San Diego,     UNC,     USC (full scholarship),     

UVA,     Vanderbilt,     Washington University,     William and Mary 

        2016년 진학 대학 (C2 Centers) 



C2 education소개 

1997년, 미국 하버드 대학 출신의 David Kim과 Jim Narangajavana 가 C2 education을 

설립하였습니다. 미국, 캐나다를 포함하여 180개 이상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10,000여 명의 학생이 본 센터의 교육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시스템과 확실한 학습관리, 자체개발 및 선별된 교재, 그리고 최고의 

선생님이  C2의 자랑입니다.  

 C2 설립자David Kim (좌)과 

Jim Narangajavana(우） 

180개 이상 C2교육센터 개설 



C2 시스템 소개 

       C2 education의 4대 특징 

 
How  we  

measure progress: 
 
지속적인  학습관리 

Who  you’ll  be 

 working with : 
 

최고의  선생님 

What  we’ll do  for you : 

맞춤식  개별학습 

What you need : 

차별화된  평가 시스템 



   C2의 진단평가 시스템 

 차별화된 시스템 

      다년간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보완을 해나가며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정확한 평가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학습 계획 수립 

      각 학생의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 학습적 취약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학습계획을 세워 실력 향상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학생 개인에 맞춘 개별학습 

  

 진단평가 후 , 부모님과의 상담을 통한 학습계획 수립과 

취약점을 보완 · 지도  

       학생들의 수준과 취약점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각 학생에게     

       맞는 학습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취약점을  보완하여  기초를 다짐으로써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자랑할 만한 교육 백그라운드를 가진 C2 선생님  

 

     C2의 선생님들은 95% 이상의 SAT 성적을 받은 선생님들로   

     C2만의 교수법으로 각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을 진행합니다. 

 

 

  최고의 선생님 



중간평가를 통해 자신의 실력 향상을 확인 

    중간평가를 통해 자신의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진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교정해 나갑니다.  

 

        지속적인 학습관리 



 학업 성과 
        90% 이상의 학생이 3개월 이내에 향상되었습니다. 
        100% 학생이  1년 내에 향상되었습니다. 

 

 
 

 시험 성적 
    SAT에서 300~500점이 올라갔습니다. 
    SSAT에서 200~300점이 올라갔습니다. 
         

 입학 성과 
       2016년 400 여 명의 학생이 미국 상위권 대학에 입학 

했으며，그 중 7명이 하버드대학, 11명이 스텐포드, 
16명이 U-Penn에 입학하였습니다. 

 

 

C2의 성과 



 주소 :  #305 - 5687 Yew Street, Vancouver, B.C. V6M 3Y2  

 전화번호 : 604-269-3751       

 Office Hours : 1:30 pm – 9:30 pm(Monday – Thursday) 

                                     2:30 pm – 7:30 pm(Friday)  

                                     9:00 am – 5:30 pm (Saturday)      

                                     (Sunday : Close)     

 E-mail :  vancouver.west@c2educate.com 

 Web site : www.c2vancouver.com (Vancouver West Center) 

                   www.c2educate.com (U.S. Headquarters) 

 

 

   C2 Vancouver West Center 연락처  

mailto:vancouver.west@c2educate.com
http://www.c2educate.com/
http://www.c2educate.com/


         Thank you very much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