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원어민영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FL환경에 최적화된 단계별 통합교과 프로그램으로 의사소통과 내용 중심의 교재 및 주제통합형 교재를 통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수업과도 연동하여 집에서도 예-복습 할 수 있는 최상의 프로그램과 원어민 선생님
의 직접적인 기초 발음지도 뿐 아니라 쓰기 첨삭지도까지 세밀한 교육으로 4개 영역에 대한 편식 없는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사교육비 절감과 전문어학원에 버금가는 실력향상을 자신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자
녀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 청 안 내
1. 대 상 : 송북초등학교 1~6학년
2. 수업일정 : 2021년 6월 7일 (월) ~ 8월 27일 (금) / 방학 기간 오전 수업: 7월 26일 (월)~ 9월 10일 (금)
3. 수업장소: 영어1실
4. 수강신청기간 : 학교종이 앱으로 신청
5. 영어 프로그램은 기존 수강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결원이 생길 시 추가 모집을 합니다.
- 2분기 추가 모집 인원: B반(3명), D반(1명), E반(2명)
6. 학급당 정원 및 수업시간 : 14명 으로 학급편성 / 매주 금요일 수업은 원어민강사가 진행
7. 수강료 : 주150분 2분기 132,210원 (A,B)

** 낙찰금액에 따른 수강료 계산 착오로 인해 수강료가 변동되었습니다.

주200분 2분기 176,280원(C,D,E) (교재비:분기별 44,000~58,000원) / 방학 특강은 별도안내
8. 문의전화 : 010-9635-1339 (상담 환영합니다. 통화가 안될경우 문자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원어민영어아카데미
Ø 기존의 방과후 특기적성 수업과는 완전히 다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Ø 원어민과 한국인 강사의 학급담임제로 3일 150분 또는 주4일 200분 수준별 지도!
(원어민 주1회, 한국인 2,3회 수업.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
Ø 유학식, 미국식 수업을 동반한 국내 최고의 교과통합형수업!
Ø 자격시험(TOEFL Junior) 및 각종 영어이벤트 진행!
Ø 집에서도 예,복습할 수 있는 수업과 연계된 온라인 수업 병행!
Ø 국제반 수업을 통한 국제인증자격시험 도입 및 국제학교,특목고반 신설!
Ø 장기플랜에 의한 체계적인 수업진행!
Ø 고급 어학원과 같은 교육체계와 수업, 강사진이 수업!
Ø 전자도서관 제공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독후활동 및 자기주도적 다독활동 가능!

전자도서관
교재만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벗어나 학생 스스로 관심분야의 영어도서를 찾아 읽
고, 창의적으로 학습해나가며 점차 자기주도적인 공부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풍부한 컨텐츠의 온라인 영어도서1,500여권 제공. 단어 학습, 듣고 따라 읽는 학
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 체크. 내용 정리 등 다양한 독후활동이 가능한 다독 프로
그램 입니다.

교육과정
구분

초급, 중급반

수업대상 및 학습기간

수업내용

1,2
영어 수업 경험이 거의 없 주제별 (일상생활에
학년
는 1,2학년 완전기초
필요한 영어)영어학습 및
초급
학생
기초 파닉스 및 기초회화
(A,B)
영어학습 경험이 1년~2
초중급 년 미만인 학생으로 기초
(C) 를 조금만 다져 주면 되는
학생

이멀전 및 파닉스 수업
전개(기본회화,
문법 ,파닉스)
자연스럽게 읽기 목표

고급반 준비를 위한
영어학습 경험이 2년 미 반(중급회화,문법)
중급
만인 학생. 읽기, 쓰기 집 읽기량을 늘리며 읽고,
(D)
중 필요한 학생
쓰기를 자연스럽게 하기
목표
International class 로
고급 최상의 반
(E) 프로젝트 수행, 토론,
영작 및 공인시험 대비반

국제반 준비를 위한
반으로 체계적인 원서
읽기, 쓰기, 자연스럽게
말하기 목표

Gram
mar&
Writin
g

글쓰기에 필요한
필수문법을 학습하며
자연스러운 글쓰기를
목표

영어 글쓰기를 잘하고
싶은 학생.
문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하는 학생

(A~D)

♦ Phonics부터 48단계로
세밀하게 학습단계를 구분
하여 학습
♦ 체계적인 단계의 학습을
통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뿐 아니라 문법과 어휘까지 완성
♦ 모든 교과과정의 온라인 학습 연동으로 가정에서
도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
♦ 34권의 흥미로운 storybook 으로 다양한 글을 접
하고 영어연극시연으로 재미있는 학습

고급반 (E)
♦Starter, Junior,
Intermediate 각 12단계
총 36단계의 체계적인 학습
♦체계적인 단계의 학습을
통해 영어의 6개 영역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뿐 아니라 Grammar, Vocabulary 까지 향상
♦주제 통합형 학습으로 총 144개의 주제를 전 영역
에 걸쳐서 학습
♦온라인 학습으로 ibt 형태의 각종 시험에 대비

학기중 시간표 (주당 150분~200분) / 방학중 오전수업
송북

월

1:00~1:50

A

금

A

화

수

목

B

1:55~2:45

B

C

1:20~2:10

B

C

A

2:50~3:40

C

D

2:20~3:10

C

D

D

3:40~4:30

D

E

3:20~4:10

E

E

E

** A,B반 – 주3회
** C,D,E반 – 주4회
** 매주 금요일수업은 원어민강사가 수업합니다.
단, A,B 반은 격주로 한국인과 원어민강사가 수업합니다.
** 방학중에는 오전수업으로 진행되며 방학특강수업과 시간안내는 추후 별도공지합니다.

>>> 1,2학년 기초(A,B반)는 레벨테스트 없이 반편성됩니다.
>>> 3~6학년은 레벨테스트를 진행하여 반을 나누며 교재진도를 설정합니다.
***레벨테스트 후 반에 따라 추첨이 필요한 경우 추첨합니다.

송 북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