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로렌스빌 Fall English Program 
1. 로렌스빌 영어프로그램은 해외/국제학교 교육과정(Common Core Standard, MYP, IB) 

기준으로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각 학년 수준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G4-8] 학기중 정규 프로그램(Academic Reading & Writing) 주 1,2회 클래스 

과정 요일 수업 시간 개강일 종강일 비고 

G45 R&W 화목 4:00-6:00 10/29 11/21 

 

G45 R&W 월 3:30-5:30 11/4 12/9 

G67 R&W 화목 7:00-9:00 11/5 11/28 

G78 R&W 화목 7:00-9:00 10/29 11/21 

G78 R&W 금 6:30-9:00 11/8 12/13 

G8 R&W 월 6:30-9:00 11/4 12/9 

Cornerstone 월금 3:30-5:30 11/4 11/29 

 개별 클래스는 시간 문의. 

 

3. Academic Reading & Writing 

▶ Reading, Writing, Vocabulary, Grammar의 통합적인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 

-Reading(Literature + 비문학 Article) / Writing/ Vocabulary/ Grammar 교재 

-고전 필독서와 최신 소설을 읽고 토론, 에세이를 쓰는 북클럽 수업 

-비문학 Article을 통해서 사회과학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Critical Reading 수업 

-Summary, Discussion, Presentation 활동을 통해 Speaking 능력 향상 

-지속적인 Writing 첨삭과 Feedback을 통하여 에세이 능력 향상 

-총 18주 과정(1차: 8월 셋째주 ~10월 3째주 또는 4째주/ 2차: 10월 3째주, 4째주 ~ 12월 둘째주) 

-정원 6명, 교육비는 5,6주 단위로 납입 클래스의 경우 3명 기준 교육비 적용, 3명 미만일 경우 교육비 변경.  



 

4. [신설 클래스] Cornerstone 

-해당 학년의 수준의 교육과정을 잘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과정. 

-다양한 장르의 story를 읽고 comprehension, story 바탕의 debating, activity 등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수업으로 구성.  

-간단한 문장을 연결하며 Journal / diary writing 을 기본으로 summary가 가능하도록 진행. 

-6개월~24개월 과정. 이 기간동안 학생의 개별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 실력 향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학년 교육과정으로 전환이 가능. 

 

5. 로렌스빌에 첫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은 반드시 ‘진단평가’ 실시 후 입학 가능. 

진단 평가의 결과는 선생님들이 학생의 장단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개별적인 학습 로드맵과 효율적

인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참고 도구로 활용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6. 수강 신청은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ID:로렌스빌)를 하시면 카톡 메시지로도 수강 신청이 가능 

하며, 학원으로 전화신청을 주셔도 됩니다. 

교육 상담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 ‘교육상담’ 메뉴를 통하여 신청가능. 

❖ 전화 032. 858.1624 / 이메일 문의: info@leskorea.org 

 

7. 클래스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8. 수강 등록 절차 

 A. 전화 또는 카카오톡(ID:로렌스빌)으로 수강하고자 하는 강좌 신청 

 B. 수강 신청 다음날 오후 9시까지 학부모님께 등록 안내문자 발송 

 C. 수강등록일까지 교육비 납입 

 D. 개강일에 필기구 준비 후 수업 참여 

 

- 1:1 수업 또는 추가 수업을 원하시면 학원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기타 학원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les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