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렌스빌 송도 직영캠퍼스 

2018-19 Fall Semester Schedule(October) 

1. 로렌스빌 영어프로그램은 해외/국제학교 교육과정 기준으로 각 학년별 중상위권 도약을 위한 필수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춘 수준별 자료제공 및 관리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학기중 정규반 - 학기동안 전반적인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  
Reading(Literature&Social Science) / Writing / Vocabulary 교재/ Grammar 종합영역관리 

3. Language & Literature - 영문학 필독서를 읽으면서 Discussion 능력과 Writing Essay 실력을 

향상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4. English Program 수업스케줄 
과정 요일 수업 시간 개강일 종강일

G4 Reading&Writing 화목 16:00-18:00
9/27 10/30

10/9 정상 수업

G5 Reading&Writing 월수 16:00-18:00
10/1 10/31

10/3 휴강

G6 Reading&Writing 월수 16:00-18:00
10/1 10/31

10/3 휴강

G7 Reading&Writing 월수 18:00-20:00
10/1 10/31

10/3 휴강

Language & Literature 56 월수 18:30-20:30
10/1 10/31

10/3 휴강

Language & Literature 67 화목 19:00-21:00
10/2 10/30

10/9 정상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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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빌 송도 직영캠퍼스 

 수강등록을 위한 안내문 

1) 10월 수강은 10월 개강반은 Reading & Writing  9회, Language&Literature 반 9회 기준

으로 교재 제공과 수업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10/ 3 휴강, 10/9 정상 수업) 

2) 로렌스빌에 처음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은 진단평가를 반드시 치뤄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진단

평가의 결과는 선생님들이 학생의 장단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효율적인 학습 로드

맵과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참고 도구로 철저한 비밀보장하에 학원 내부에서만 활용됩니다.  

3) 클래스 정원은 정규반 6명, Language&Literature 5명으로 제한합니다. 

4) 학생의 개인스케줄에 따라 정규 반과 Language & Literature 반의 동시수강이 가능합니다. 

5) 수강신청은 카카오톡으로 친구추가(ID:로렌스빌)를 하시면 카톡 메세지로도 수강신청이 가능

하며 학원으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032-858-1624, 상담가능시간 평일 오후2시~7시, 이

메일 접수(INFO@LESKOREA.ORG)도 가능) 

6) 클래스에 따라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로렌스빌의 최고 강점과 자랑은 바로 저희 선생님들입니다. 모든 로렌스빌 강사진은 바른 인

성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렌스빌은 선생님들에게 철저한 학생 관리와 꼼꼼한 피드백 

제공을 위해 교사의 개별 공강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수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저희 로렌스빌은 재원생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주기 위하여 모든 강

사진과 임원진이 열정을 다하여 지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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