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대 본원(02.535.1624)/ 송도 직영(032.858.1624)/ 카카오톡(ID:로렌스빌) 

2019. 로렌스빌 추석 특강 프그램 
 

[교대본원 추석특강 프로그램] 

 

1 . Math 수업 스케줄 [교대본원] 

추석 단기 특강 
과정 과목 시간 비고 

개강일 종강일 기준 

9/8 9/14 6회 
IB Y2 

Math HL 14:00-16:00 

9/8~9/14 

총 6회 수업 

9/13(금) 제외 

9/8 9/14 6회 Math SL 16:00-18:00 

9/8 9/14 6회 IB Y1 A.A HL 19:00-21:00 

9/8 9/14 6회 IGCSE Y2 ,MYP5 Math 9:00-11:00 

** 3명미만일 경우 폐강. **개강 전 시간표는 변동 될 수 있음. ** 개인 수업은 문의 바람. 

 

2. 추석 단기 특강 실전 대비 SAT Subject 스케줄 [교대 본원] 

Chemistry & Biology 

과목 시간 기간 

SATⅡ Chem 

실전 TEST: 9시~11시 

수업: 11시~13시 

9/8(일)~9/14(토) 

 총 6회 
추석 당일 

9/13(금) 휴강 

실전 TEST: 13시~15시 

수업: 16시~18시 

SATⅡ Bio 

실전 TEST: 11시~13시 

수업: 14~16시 
실전 TEST: 16시~18시 

수업: 19시~21시 
 

Math 

과목 시간 시간 

Math2C 실전대비  
실전 TEST: 9시~11시 

수업: 11시~13시 

9/8(일)~9/14(토) 

 총 6회 
추석 당일 9/13(금) 휴강 

 

A. 총 6회 수업(9/13 추석 당일 휴강) 

B. 10월 SAT2 대비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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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결석에 관해서는 보강이 어렵습니다. 

D. 과제, 결석이 2회 이상 잦은 학생은 다음 수강이 거부될 수 있음. 대기학생에게 수강 기회. 

 

4. 수업 신청 시 공지 사항 

A. 수강등록은 안내되는 수강 일자에 따라 등록기간 안에 등록.(교육비는 선납) 

B. 개인 사유로 인한 결석은 임의의 이월, 환불 되지 않음. 

C. 선착순 등록 마감으로 등록기간 안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 대기 학생에게 수강 기회 

D. 사전의 동의 없이 당일 개인 임의의 시간 변경 요구 거부될 수 있음. 

 

5. 모든 클래스는 선착순 등록입니다. 마감된 클래스의 경우 대기 학생에게 수강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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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이 가능 하며, 학원으로 전화신청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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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02.535.1624 / 이메일 문의: info@leskorea.org 

(문의 전화 평일 오전11시~ 오후 7시까지/ 주말은 카카오톡 이용) 

 

7. 클래스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8. 수강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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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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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수강등록일까지 교육비 납입 

 D. 개강일에 필기구 준비 후 수업 참여 

 

기타 학원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leskorea.org 

mailto:info@les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