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renceville Academy 

2021 . Spring Semester Schedule 송도/교대 

Math / English / Science for Grade 5-10 
 

1. [G6-10] 봄학기중 정규 Mathematics 프로그램 (1, 2월) 

 

● Algebra 1,2 클래스 정원은 6명/ Pre-IB 정원 8명 입니다. 

● 1, 2월은 온라인 수업 예정이며,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온.오프라인 동시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 Math는 무학년제이며, 테스트를 통해 클래스를 추천 드립니다. 

● 모든 클래스 오픈 기준 인원은 3명이며, 1:1, 1:2로 수강할 경우 교육비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Math의 봄학기 프로그램은 6월 둘째주까지(여름 방학전까지) 진행됩니다. 

● 로렌스빌에 첫 수강 등록을 하는 학생은 반드시 “진단평가" 실시 후 입학 가능 합니다. 

● 개인 사유로 인한 임의의 결석은 보강 및 이월이 불가능 합니다. 

● 시간표는 개강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과정  요일  수업시간 
1-2월 수강 일정 

개강  종강 

Algebra2 A   월  17:30-19:30  1/18  2/15 

Algebra2 B  화목  19:30-21:10 
1/19  2/16 

2/11(목) 설연휴로 휴강 

Algebra1 A  화목  17:30-19:10 
1/19  2/16 

2/11(목) 설연휴로 휴강 

Pre-IB A  목  17:30-19:30 
1/14  2/18 

2/11(목) 설연휴로 휴강 

Pre-IB B  수  17:30-19:30  1/20  2/17 

Pre-IB HL  목  20:00-22:30 
1/14  2/18 

2/11(목) 설연휴로 휴강 



 

 

 

2. [G5-9] 학기중 정규 English 프로그램 (1, 2월) 

 

● R&W 78, 89, 9 클래스 정원 6명 / 67, 56 클래스 정원 5명 입니다. 

● W&R 클래스 정원 5명 입니다. 

● 1, 2월은 온라인 수업 예정이며,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English 봄학기 커리 큘럼은 1, 2월 (1차)과 3, 4, 5, 6월 둘째주(2차)로 진행됩니다. 

● 모든 클래스 오픈 기준 인원은 3명이며, 1:1, 1:2로 수강할 경우 교육비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로렌스빌에 첫 수강 등록을 하는 학생은 반드시 “진단평가" 실시 후 입학 가능 합니다. 

과정  요일  수업시간 
1-2월 수강 일정 

개강  종강 

Reading & Writing 9  목  19:30-21:40 
1/14  2/25 

2/11(목) 설연휴 휴강 

Writing & Grammar 9  금  19:30-21:40 
1/15  2/26 

2/12(금) 설연휴 휴강 

Reading & Writing 89  금  17:00-19:10 
1/15  2/26 

2/12(금) 설연휴 휴강 

Writing & Grammar 89  월  19:30-21:40  1/18  2/22 

Reading & Writing 78  화  18:10-20:20  1/19  2/23 

Writing & Grammar 78  목  17:00-19:10 
1/14  2/25 

2/11(목) 설연휴 휴강 

Reading & Writing 67  월수  18:30-20:00  1/18  2/24 

Reading & Writing 56   월수  16:30-18:00  1/18  2/24 

1:1 개별 맞춤 수업은 원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등록 학생의 경우 테스트 후 클래스를 추천 드립니다. 

● 개인 사유로 인한 임의의 결석은 보강 및 이월이 불가능 합니다. 

● 시간표는 개강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3. [G8-10] 학기중 정규 Science 프로그램 (1,2월) 

 

● Science 클래스 정원은 6명 입니다. 

● 1, 2월은 온라인 수업 예정이며,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온.오프라인 동시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 모든 클래스 오픈 기준 인원은 3명이며, 1:1, 1:2로 수강할 경우 교육비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Science 봄학기 프로그램은 학교별 과정에 맞게 진행됩니다. 

● 로렌스빌에 첫 수강 등록을 하는 학생은 반드시 “진단평가" 실시 후 입학 가능 합니다. 

● 개인 사유로 인한 임의의 결석은 보강 및 이월이 불가능 합니다. 

 

 

과정  요일  수업시간 
1-2월 수강 일정 

개강  종강 

Science G8  월  17:30-19:30  1/18  2/15 

Science G9  월  20:00-22:00  1/18  2/15 

IGCSE Y2 Chem  일  11:00-13:00 
1/17  2/21 

2/14(일) 설연휴 휴강 

IGCSE Y2 Bio  일  14:00-16:00 
1/17  2/21 

2/14(일) 설연휴 휴강 

IGCSE Y1 Chem  토  11:00-13:00 
1/16  2/20 

2/13(토) 설연휴 휴강 

IGCSE Y1 Bio  토  14:00-16:00 
1/16  2/20 

2/13(토) 설연휴 휴강 



 

 

 

 

 

 

 

4. 수강 신청 방법 

1) 1, 2월은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오프라인 

전환 될 수 있습니다. 

전화(교대: 02.535.1624 / 송도: 032.858.1624),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ID:로렌스빌)로 신청 

( 학생 이름/ 학교/ 현재 학년/ 수강과목을 명시해주신 후 전송 부탁드립니다. ) 

2) 영어, 수학의 경우 “진단 테스트” 후 강좌 수강 가능합니다. 

3) 교육비는 수업 시작 3일전까지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4) 수강 문의는  

2021년 1월 8일(금)까지는 평일 오전 11시 ~ 오후 4시30분 / 

 1월 11일(월) 이후는 오후 1시 ~ 7시 사이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