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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285번길 16 메인프라자 6층
Tel . 051 784 0582
학원 OPEN 시간 : 월~금 9:00AM ~ 7:00 PM

북부산 공지
재등록기간안내

★ 4월 수업을 위한 재등록 기간 ★
2021년 3월 20일(토) - 3월 25일(목)

재등록(월 수강료 납입)은 다음 학기 수업을 위한 약속입니다. 재등록기간에 수강료가 납입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재등록기간 납부한 원생들에게는
$3 코렘머니가 지급됩니다.
*수강료 납부 계좌

: ◇농협 351-00772040-83
: ◇신한 100-025-398690
◇예금주 ㈜북부산코렘학원

(입금 시에는 원생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현금영수증은 등록된 번호로 자동 발급됩니다.)

셔틀버스안내
셔틀

운행코스

기사님 연락처

31호

대림쌍용,카이저방면

010-3847-1565

32호

금곡, 산성방면

010-9955-2588

35호

만덕, 덕천동방면

010-9111-1586

북부산 공지
<코렘어학원 방역 관리 안내 >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 코렘어학원은 아래와 같이 방역 관리 중
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생들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차량 탑승 전 발열체크는 가정에서 체크 해 주시고 발열 시 등원 자제
부탁 드립니다)
2. 개별 책상과 칸막이로 접촉을 최소화 하고 가능한 지정 좌석제로
운영합니다.
3. 공간이 밀폐되지 않도록 교실 창문은 에어컨이나 히터 상황에도 열고
수업 진행 하며 수시로 전체 환기도 이루어집니다.
4. 초,중등부는 코로나 시작 단계부터 계단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5. 각 수업 시간대별 원생 책상 소독합니다
6. 선생님들과 직원들은 KF 94 마스크 착용을 하십니다.
7.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간식 섭취는 원내와 차량에서 금지합니다

8. 원 전체는 매일 미화 직원에 의해 등원 전 소독 청소 되고 있으며
전문 업체에 의한 정기소독도 진행 되고 있습니다.
차량 또한 기사님들이 소독과 환기를 하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9. 원생들이 수업하는 공간의 외부인 출입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불가피
한 경우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방역관리로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부모님과 원생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북부산 공지
< 초*중등부 관리 내용 >
1) 전화 상담 및 리포트 카드
매 홀수달 (3,5,7,9,11,1월)
*한국인 영어 담임선생님에

의한 학습 관련 전화 상담
*해당월 3째주~다음 개강일
사이 전화 드림

매 짝수달 (2,4,6,8,10,12월)
*원어민 선생님 또는 한인 선생님의 Comments와
각종 성취도 평가 결과 (해당레벨만) 포함한
Report Card발송 (레벨에 따라 평가항목 및 형식
에 차이가 있음)
*짝수달 이후 개강일 전후 원생편 가정 전달

2) 진도표 및 숙제
매 개강일에 새 교재에는 진도표가 전달됩니다. 진도에 맞추어 수업이
진행되며, 진도표에 따라 숙제를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 COREM Market Day >
일시 : 4월 22일(목), 4월 23일(금)
준비물 : 코렘머니*

그 동안 모은 코렘 머니를 해당일에 꼭 챙겨와 주세요.

< COREM Market Day 란?>
원에서 각 레벨에 맞추어 수행( 예, 숙제, 한국말 사용 안하기 등등) 을 열심히
한 원생들에게 영어선생님들께서 코렘머니 를 지급합니다. 열심히 원생활을

한 학생일 수록 코렘머니가 많으며, 이는 원생들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모아진 코렘머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내에 코렘 마켓을 준비하고 원어민 담

임 시간에 이동해 구비된 다양한 물건이름도 배우고 물건도 사면서 마켓을 즐
깁니다. 코렘 마켓은 매 짝수달 진행 됩니다.

< 보강시간 >
정규 수업시간에 결석을 한 경우는 아래 보강 시간을 이용해 수업 결손을 채
울 수 있습니다. 보강 수업은 보강 담당 선생님에 의해 진행되며 보강일 교재
를 챙겨와야 합니다. 보강신청은 학원 상담실로 연락 주시고, 매 시간 최대
10명 정원으로 진행됩니다.

수요일
오후 4시~5시 30분

목요일
오후 5시 30분~6시15분

Voca Kong은 당월에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이 선발되며, 발전상은
지난달의 성적에 비해 발전을 이뤄낸 친구들에게 주어집니다. 학부모님
들의 많은 칭찬과 격려 바랍니다. Pathos302이상 레벨(특별반 포함)에서
는 정기적인 Vocabulary Test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달의 Voca
왕 및 발전상에 선발된 학생들입니다. 축하합니다.

과목

원생

Voca

신채은 최시연 유준혁 최민준 최민서 정하윤

Best Writing

김시윤 박민우 김기범 정시후 이유현 연희원 김동균

Homework

임시원 최시연 최윤지 성민지 장은서 박경은 김지은

Final Test

장조안 석찬 최민준 허동원 심예승

Retelling

신채은

Improvement

조윤혜 정형준 김건후 이서은

▶ 특별반 Retelling 및 Presentation 점검 날짜

점검
날짜

PK

PREP

ELITE C

3월 30일(화)

3월 29일 (월)

3월 31일(수)

4월 20일(화)

4월 19일 (월)

4월 21일(수)

▶ 특별반 Retelling 및 Presentation 점검 날짜

점검
날짜

3월 30일(화)

3월 29일 (월)

3월 31일(수)

3월 25일(목)

4월 20일(화)

4월 19일 (월)

4월 21일(수)

4월 22일(목)

▶ 초등 엘리트 레벨 월별 TOSEL 모의고사 일정 안내
엘리트 레벨은 원생들은 학기당 4번의 모의고사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배운 내용에 대한 성취도 평가가 아니며
영어실력 점검 및 시험 실전력을 위해 진행됩니다.
Elite C

Elite A & B

매학기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7시~8시 25분

매 학기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7시~8시 25분

4월 30일 (금)

4월 29일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