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로렌스빌 겨울 특강 프로그램은 해외/국제학교 교육 과정 기준으로 각 학년별 상위권 

도약을 위한 집중 학습으로 구성됩니다. 

 

2. Program Schedule 

Book club 은 1주(월~금) 5회 / 4567 Grammar & Writing 은 2주(월화목금) 8회 /  

78, 89 Grammar & Writing은 3주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교육과정 수업 기간 수업 시간 요일  

45 Book Club 12/16~12/20 (1주) 1-3pm (2hr) 월~금(매일) 

56 Book Club 12/16~12/20 (1주) 4-6pm (2hr) 월~금(매일) 

67 Book Club 12/16~12/20 (1주) 10am-12pm (2hr) 월~금(매일) 

45 Grammar & Writing 12/23~01/03 (2주) 1-3pm (2hr) 월화목금 

56 Grammar & Writing 12/23~01/03 (2주) 4-6pm (2hr) 월화목금 

67 Grammar & Writing 12/23~01/03 (2주) 10am-12pm (2hr) 월화목금 

78 Grammar & Writing 12/16~01/03 (3주) 10am-1pm (3hr) 월화목금 

89 Grammar & Writing 12/16~01/03 (3주) 2-5pm (3hr) 월화목금 

12/25(수), 1/1(수) 모든 수업은 휴강입니다.  

- 클래스 수업은 3명 이상일 때 개설 되며, 3명 미만일 경우 개설되지 않으며, 1:1 수업으로 변경될 수 있

습니다. 

 

 

 

 



 

3. 개설 프로그램 설명 

▶ Book Club 

- 영문학 작품을 읽고 토론하며 작가의 의도, 배경지식, 작품내용등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  Upper School에서 IB Lang&Lit / IB Literature 영어수업을 염두해둔 저학년을 위한 수업 

 

▶ Grammar & Writing  

- Essay를 쓰기 위한 필수 Sentence와 Grammar를 공부하고 주어진 주제와 형식에 맞는 에세

이를 작성하고 첨삭, 수정, 재첨삭의 과정을 거쳐 Essay에 대한 자신감과 기본기를 회복 향상 

시키기 위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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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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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참고 도구로 활용되며, 개인정보는 철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5. 수강 신청은 홈페이지(LESKOREA.ORG), 카카오톡(ID:로렌스빌) 또는 직접전화통화로 가능하

며,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로 요청해 주시면 학원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 교대 본원 02-535-1624 / 송도 직영 캠퍼스 032. 858.1624 / 이메일 info@leskorea.org 

 

6. 클래스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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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학원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LESKOREA.ORG / 네이버에서 “로렌스빌아카데미”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가능 

http://www.les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