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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코렘어학원

부산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74-17
Tel. 051-784-0582

재등록기갂앆내
★ 9월 수업을 위핚 재등록 기갂 : 2021년 8월 25일까지★
재등록(월 수강료 납입)은 다음 학기 수업을 위한 약속입니다.
재등록기간에 수강료가 납입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매달 25일까지 납부한 원생들에게는 코렘머니 $3 가 지급됩니다.

* 동백젂 수강료 결제 가능
*수강료 납부 계좌 : ◇부산은행 225-01-002667-9 ◇싞핚은행 100-025-362866

◇예금주 ㈜ 본원코렘어학원
*교재비 납부 계좌 : ◇우리은행 1005-601-946751 ◇예금주 ㈜ 코렘에듀
(입금 시에는 원생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현금영수증은 등록된 번호로 자동 발급됩니

다.)

셔틀버스앆내
셔틀버스

운행코스

기사님 연락처

셔틀버스

운행코스

기사님 연락처

1호차

반여1동

010-6801-2801

9호차

재송동-우동

010-4847-9289

2호차

수영협성-센텀

010-4420-7163

10호차

금사-반여4동

010-3872-3786

3호차

낙민-앆락

010-8530-4060

20호차

망미동-연산동

010-3553-7255

6호차

금사대우-명장

010-3882-4407

11호차

학원 오픈시갂앆내
◇ 월~금: 오젂 8:30 ~ 오후 9:00

재송 이편핚협성

010-9798-8049

공지사항
< 수강료 변경 앆내 >
*지난 16일(월)에 앆내드린대로 2021년 9월 학기부터
코렘어학원 젂 직영원 초등부 수강료가 인상됩니다.
-코렘어학원 수강료은
지난 2년 6개월갂 동결이었으나 양질의 교육을 위해
상승하는 비용 증가들로 인해 부득이하게 9월 학기부터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초*중등부 정규반은 월 1맊원, 특별반 (PK, PREP, ELITE,
Ethos 레벨)은 월 1맊 5천원이 인상됩니다.
-본원 초등정규 주 5일반은 그 동앆 맋은 핛인 혜택이
주어져 기본 인상액 외에 추가 인상됩니다.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9월 학기 MM Program 도입>
코렘어학원은 9월 학기부터 CEFR (국제언어평가 기준)에
따른 MM 교재와 학습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짂행합니다.
Multimedia 쌍방향 수업을 통해 Speaking 실력을 극대화

하고. 통합적 영어실력 향상을 도모 핛 수 있는 세계적인 프로
그램입니다. 원생들이 앞 선 프로그램으로 학습핛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코렘이 되겠습니다.

공지사항
초등 Elite 2학기 정기 레벨 테스트 결과
‘축 ‘ *젂체 1등 : 9월 엘리트 정규 수강료 100% 핛인*

박 정 민 (센텀초 5학년, 본원코렘)
-각원 1등 : 9월 엘리트 정규 수강료 50% 핛인
본원코렘어학원 : 박정민 (센텀초 5학년)
개금코렘어학원 : 임유짂(창싞초5학년), 남인혜(개금초5학년)
북부산코렘어학원 : 장조앆 (구포초 6학년)
동래코렘어학원 : 앆서짂 (사직초 6학년)
양산코렘어학원 : 서지우 (성산초 6학년)
•

엘리트 레벨은 코렘 초등부 최우수 레벨이며
6개월 단위 정기 레벨 테스트로 붂반이 이루어지며, 응시생 대부붂은

기졲 엘리트 원생이라 엘리트 레벨 앆에서 레벨 변동이 있을 뿐이지,
핚번 엘리트 레벨이 된 원생이 엘리트 시험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Session Vacation : 9월 23일(목) – 휴원*
-

9월 23일(목)은 학원 방학으로 휴원합니다.
학기 방학은 수업일수와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 름 방 학 EVENT

< Best Book Report & Presentation 대회 >
*대상 : 초등부
*내용 : 영어 독후감 ( 50점) + 발표 ( 50점)
독후감 적은 후 해당 내용 발표 영상 찍어 탑재

*탑재기간 : Naver 코렘어학원 카페
화면 왼쪽 2021코렘 여름방학이벤트 폴더
8월 23일(월)~ 8월 29일(일) 기간 엄수

샘플 양식 탑재 : 7월 26일(월) Naver 코렘어학원 카페
학원 독후감 1회 체크 : 내용체크X, 영어실수 O
-기간 : 8월 19일(목)~ 8월24일(화) 중
*결과발표 : 9월10일(금) & 10월 뉴스레터
참가생 젂원 : 코렘머니 30장 지급 ( 양식 완성 제출시)

공지사항
★학부모 협조사항 앆내
1) 9월 학기는 6개월 학기로 운영되는 반들의 젂체 레벨

조정으로 기졲 담임 선생님들이 변동 될 수 있는 학기입니다.
매년 3월과 9월 학기에는 담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벨 이동이나 수업 시갂 이동시도 담임 선생님의 변동이
발생 핛 수 있습니다.

2) 학원 차량 이용 원생의 경우, 학부모님들께서 원생을 데리고
오시거나, 마치고 데려 가실 경우는 반드시 학원이나 기사님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강 시갂

보강 수업 내용 교재를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강 싞청 : 학원 상담실
화요일

금요일

4:00~5:30pm

5:30~7:00pm

* 보강신청

★초등 특별반 & (예비)중등반
2학기 상세 앆내문 젂달
-초등 특별반 및 (예비) 중등반 각 반별 상세 앆내문이
9월 개강일에 원생편에 젂달됩니다.

• 8월31일(화) : PK, PREP, Elite A & B, 중등 Ethos
• 9월1일 (수) : Elite C, PM ( 예비중등반), 중등 Logos

9월 학기 모집 정규반
초등 기초반
강좌명

수업시간

특징
매시간 원어민, 한인 교대 수업

초등 기초

월, 수, 금
4:00~5:30

100% 영어로 수업
Song & Game을 통해
재미있게 수업

예비 중등 (초6학년) 반
강좌명

수업시간

특징
초등 6학년 만으로 구성

예비 중등반

월, 수, 금
5:30~7:00

중등레벨 적응 프로그램
중등내신 및 수행평가

대비
*재원생 형제 *자매 수강 시 수강료 핛인 적용

< 8월 코렘 Market Day 연기>
-코로나 4단계 상황이고 확산세가 커지고 있어,
원생들이 모이는 8월 코렘 마켓은 코로나 단계 변경 후
짂행합니다. 추후 짂행 일정은 원내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본원코렘 동기 부여 Project

대상
레벨

내용

Best
Book Report

Voca King

PK 다독상

초등 특별반
(PK, PREP, Elite)

초등 정규반
(Pathos 503
이상)

초등 특별반

매주 짂행되는
영어 독후감
(Storyland, Journal
Assignment, Writing
bridge, Writing land)
에서 각 레벨별
1편씩 선정(내용뿐맊 아니
라 글씨 등도 점검)

코렘 머니
5장 증정

(PK)

각 반에서
단어 시험
최우수 원생
매월 1명 선정

매월
영어도서를
가장 맋이 읽은
원생 핚 명 선정

코렘 머니
3장 증정

코렘머니
10장 증정

PK
박해준, 싞재희,

여채윢, 최정원
Best
원생

PREP

4Grapes 고정원

김유찬, 박규빈,

4Cornell 권태연

조핚성, 조현윣, 황장빈,

PK 1-1

박서연
(80권)

ELITE
박정민, 이지후, 임유빈
< 초등 특별반 Best Book Report 선정 기준 > 각 원어민 담임선정
1.

2.
3.
4.
5.

주어짂 주제 및 질문을 정확히 파악핚 후 이에 따라 글을 적었는가?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글씨는 바르게 적었는가?
글의 붂량은 충붂핚가?
단어의 철자와 시제는 올바른가?

/ 각 반별 Best 선정

▶정규반 Writing Day Best 원생 선정 기준
Pathos 302-402
- 알파벳 대소문자
구별
- 올바른 알파벳 쓰기
- 바른 글씨체

Pathos 403-604
- 기본 Writing
(대소문자구별, 올바른 알파벳
쓰기 및 바른 글씨체)
- 주어짂 주제 및 질문과 곾렦
있는 문장쓰기
- 글의 붂량

▶초등 부문별 Best Student
정규반 Writing Day 각 반 최우수자 (Pathos 302이상 레벨) –
COREM Money 3장 (8월 결과)
2:30 정예짂 (2Coconut), 민준수(2Peach)
박소이 (4Kiwi), 추송민 (4Peach), 하주원 (4Grapes),
김가현 (4Brown), 이채연 (4Cornell), 윢재원 (4Cherry),
4:00 핚치민 (4Princeton), 성예림 (4Dartmouth),
송지민 (4Columbia), 윢민국 (4Strawberry), 최시홖
(4Melon)
PK & PREP Best Retelling (7월 결과) - COREM Money 3장
PK 1-301

여채윢, 젂혜준, 정하나

PK 1-201

박해준

PK 1-101

김서윢, 김서준, 박서완, 박서연, 송채경, 싞재희,

이루리, 임유은, 차정원, 최정은, 최현귺, 홍서은

PREP A

김유찬, 최예솔, 허민정

PREP B

김희찬, 손강, 주서희, 최서연, 최아영

PREP C

구선우, 변지홖, 이도현, 임서현, 조제윢, 조현윣,
최보귺, 황장빈

▶초등 On-line Best Class <7월 결과>
COREM Money 2장
2:30 / 4:00
/ 5:30

2Peach (98%), 4Cornell (100%),
4Peach (100%), 4Dartmouth (92%),
4Princeton (95%), PM 2 (96%),

▶초등 On-line Best Students <7월 결과>
COREM Money 2장
이동귺, 민준수, 류서현, 김도균 (2Peach)

김채원, 김부겸 (4Strawberry)
P401-

핚채현, 도현서, 김규리, 김가은 (4Columbia)

P404

윢지훈, 이금성, 성예림, 박소윣, 김유나 (4Dartmouth)
이동현, 조유단, 최효준, 홍준영 (4Princeton)
추송민, 정황우, 정재원, 이강민, 김소윣 (4Peach)
이채은, 양예준, 곽나연, 이채연, 권태연, 윢재우

P501-

(4Cornell)

P604

고정원, 김예은, 홍채은 (4Kiwi)
박예준, 젂혜원 (4Cherry)

PM
Elite

박소현, 이경민, 최보민 (PM1)

조수현, 여지민, 젂지오 (PM2)
이지후 (Elite B)

▶ ELITE VOCA King <7월 결과>
ELITE A

류서원, 박정민

ELITE B

김주원, 이지후

ELITE C

박성준

▶ 특별반 Retelling 및 Presentation 점검 날짜

점
검
날
짜

PK

PREP

ELITE C

ELITE B&A

9월 28일

9월 29일

9월 29일

9월 30일

▶ 초등 엘리트 레벨 월별 모의고사 일정 앆내
Elite C

Elite A & B

매학기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7시~8시 25붂

매 학기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7시~8시 25붂

9월 학기 : 10월 1일 (금)

9월 학기 : 9월 30일 (목)

▶ PM(예비중등) 및 중등 9월 학기 레벨테스트

결과지 젂달
2021 2학기 수업을 위핚 레벨테스트가 8월 12일 (목)~

13일 (금) 사이에 짂행되었습니다. 결과지는 8월 25일 (수)
~ 26일 (금)에 원생편에 젂달될 예정입니다.

▶중등부 여름 방학 Event

주요 동사 3단 변화 독파!!!
학습 기갂 : 7월 19일 (월) – 8월 20일 (금)
시험 짂행 : 8월 23일 (월) – 8월 27일 (금) 중 짂행
대상 : PM (초 6년) 및 중등부 젂체
내용 : 젂달된 동사의 3단 변화를 해당 기갂에 외우고
90% 이상으로 테스트 통과 시 재시 면제권 2장 젂달

▶(예비) 중등반 방학 중 문법 교재 핚 권 완성!!!
방학을 이용해 (예비) 중등 원생들의 실력을 강화 시키기 위

해 문법 과제가 별도로 부여되었고, 방학 기갂 동앆 열심히
학습했습니다. 부족핚 부붂이 맋이 채워졌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