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Summer

COREM
방학 특강 및 Event
* 8월 학기 정규 및 특강 개강일 : 8월 3일(화)
*대상 : 초등부
*기갂 : 8월 3일(화)~8월 30일(월)
방학중 에도 기존 정규 수업 시갂은 변동이 없습니다.

•

중등부는 방학기갂이 학교별 상이하고 기갂이 짧아
방학 특강은 진행하지 않고 8월은 추가 과제진행으로
실력 향상을 돕습니다.

여 름 방 학 EVENT
< Event 1: 코렘어학원 창립 26주년 기념

< Book Report & Presentation 대회>

* 참여대상 : 초등부
* 응시부문 : 초등 저학년부 (1~3학년) / 초등 고학년부 (4~6학년)
* 내용 : 8월 방학 기갂 읽은 영어책 중에 핚 권을 선정해

영어독후감(Book report)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는
영상을 스마트 폰으로 찍어 올림 (영상은 2분이내- 시갂 엄수)

* 탑재기갂 : 8월 23일(월)~29일(일) 탑재기갂 올린 내용만 인정
* 결과발표 : 9월 10일(금)
∎ 방법 : 스마트 폰으로 독후감 내용을 찍어 올리거나 파일 업로드
(혹은 스캔, 혹은 학원으로 제출) + 발표 영상 촬영
→ Naver 코렘어학원카페 들어가기
→ 왼쪽 2021 초등 여름방학 이벤트방 들어가기 → 올리기
→ 소속 (수강학원명), 학교, 학년, 핚글이름 (영어 닉네임) , 책 제목 순서
예시) 본원 코렘어학원 코렘초 4학년 홍길동 (Tom) : Sleeping Beauty
∎ 독후감 양식 : 기본 양식 제공 (개별 양식 가능)

*심사위원 : 원어민 선생님 3분
*심사내용 : 독후감 내용 (50점) + 발표력 (발음, 속도, 발표태도, 목소리) (50점)
• 각원에서는 1회 영어 독후감 체크만 원어민 담임에 의해 진행됩니다.
(별도 개인 연습 지도 제공 없습니다)

* 시상 내용 :
초등 저학년 부

초등 고학년부

1등 (1명) 레고 마인크래프트 (15만원 상당) 애플 아이팟 (20만원상당)
2등 (2명) 아디다스 백팩 (5만원 상당)

아디다스 백팩 (5만원 상당)

3등 (3명) 아디다스 크로스백 (3만원 상당) 아디다스 크로스백 (3만원 상당)

* 참가생 전원 : 코렘 머니 30장 지급 ( 양식을 다 채워서 제출 시)

여 름 방 학 EVENT
< Event 2. 영어 원서 30권 읽기 Project >
기갂 : 2021년 8월 1일( 일)~ 8월 30일(월)
대상 : 초등 정규반 Pathos 302이상 레벨 ( 기초 읽기 가능핚 레벨 이상)
초등 특별반 PK, PREP, Elite 레벨
내용 : 온라인 도서관 (Reading Gate) 을 이용해 방학 중 매일 1권 읽기 목표
30권 읽기 달성 시 코렘 머니 30장 증정

참가 싞청 마감 : 7월 20일(화)
기타 : * 희망생은 7월 마지막 주에 독서 레벨 테스트를 시행하여 개별 레벨에 맞는
도서를 방학 중에 읽습니다.
* 참가 희망 시는 1달 온라인 도서관 이용료(2맊 2천원)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 기존 리딩게이트 도서관 진행 중인 원생은 별도 레벨테스트 없습니다.
* 재원중인 초등학교나 개별로 도서관 프로그램을 이용 시 8월 독서이력을
인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 Event 3. 주요 동사 3단 변화 독파 >
학습 기갂 : 2021년 7월 19일(월)~ 8월 20일(금)

시험 진행 : 8월 23일(월)~27일(금) 중 진행
대상 : PM (초 6년) 및 중등부 전체
내용 : 전달된 동사의 3단 변화를 해당 기갂에 외우고 90 % 이상 시
테스트 통과 시 재시 면제권 2장 증정

강좌명

수업시갂

특징

Phonics

화목

파닉스가 일정부분 되고, 기초 읽기 넘어 가기 전

리더스

2:30~4:00

읽기 집중 학습

화목

기초읽기 및 기초 독해 훈련

2:30~4:00

4주에 책 1권 완성

Reading Ⅰ

*

Reading Ⅱ
Grammar Ⅰ

Grammar Ⅱ

Grammar Ⅲ

화목
4:00~5:30

Pathos
201~301

Pathos 301~401
Pathos

4주에 책 1권 완성
기초 필수 문법 정리

4:00~5:30

401이상
PREP /
Pathos 4, 5
Prep &

화목

중급 필수 문법 정리

4:00~5:30

2:30~4:00

레벨

중급 읽기 및 중급 독해 훈련

화목

화목

수강가능

Elite C/
Pathos 5-6

Elite A, B 레벨 원생을 위핚 문법 실전 문제 풀이

Elite A, B

* 방학 특강은 싞청 희망자 원생에 핚 해 진행 됨으로 다른반 원생과
수업 핛 수 있습니다
* 교재비는 필요 시 별도 입니다
* 방학특강 수강료는 재원생에 핚 해 핛인이 적용된
금액이라 특강비는 형제핛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강료 핛인은 코렘 수강료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비 재원생이 방학 특강맊 수강 시 수강료 핛인 적용이 안됩니다.
* 각 강좌는 6명 미맊 싞청 시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