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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o 
monthly calEndar

2011년 엔글로 상반기 행사 안내 

1월 
•  유치부 2년차 졸업반 엔글로 수업개시 

•  엔글로 국제프로그램 (캐나다 벤쿠버) 출발

2월 

•   유치부/초등부(3월시작) 대상 엔글로 입학시험 시행

•   엔글로 단기 해외체험 프로그램 신청자 접수 시작

•   엔글로 상반기 교사 정규훈련 시행

3월 •  엔글로 유치부/ 초등부 신규 입학생 수업개시

4월 •  엔글로 단기 해외체험 프로그램-홍콩 출발 

5월

•  초등부 대상 (6월 시작) 엔글로 입학시험 시행

•  엔글로 일일 영어캠프 지역별 시행

•  엔글로 소식지 (여름호) 발간 

•  여름방학 엔글로 국제 프로그램 (8월 출발) 신청자 접수

6월 •  엔글로 초등부 신규 입학생 수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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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o Short-tErm ovErSEaS Program - hong Kong엔글로 단기 해외체험 프로그램 - 홍콩

hello, my name is Clare.  
I am going to tell you about my trip to Hong-Kong and 
my feelings. I went to Hong-Kong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felt so excited. First I went to the hotel. I slept first 
and I rode the Double Decker train. I felt like I was flying 
in the sky with a mission to go to Hong-Kong. I had to 
find a very long escalator. There were a lot of people on 
the escalator, but I still rode it. When I looked outside 
I saw so many buildings and I felt like I was riding 
a cloud. Then we went to a big shopping mall. The 
shopping mall was bigger then the Lotte Shopping center 
mall. I felt like I was in a huge house. In lunch time we 
ate some traditional Hong-Kong food.  It didn’t taste 
too good. It tasted like medicine. I really wanted to eat 
Korean food. I also wanted to talk to many people from 
Hong-Kong. It was hard for me to talk because I am shy.  
Someday, I will go to Hong-Kong and talk with everyone.  

WrittEn by clarE

“ I felt like I was  
flying in the sky  
with a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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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o IntErnatIonal Program - Canada 엔글로 국제 프로그램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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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i would like to tell you about my incredible  
trip to Canada. When I arrived at the airport in Canada, I thought Canada  
was a beautiful country. The air smelled very fresh. It was much cleaner  
than Korea. The trees were everywhere. 

When I arrived at the homestay house, I couldn’t believe how large it was.  
They have a fantastic house. They have a huge backyard. It is perfect  
for soccer.

One of the first things we did was go to school. It was called St. helen’s 
School. I was so nervous, but my teacher and friends were so kind. I adapted 
quickly to the new situation. I learned a lot at the school.

We went on many trips in the city. We went to Gastown. It is part of  
Vancouver. I saw a steam clock. I was so surprised. I think it is kind of  
strange. We don’t have anything like that in Korea. 

We also went to chinatown. There were many Chinese people  
and Chinese things in that place. It was a beautiful place. I really enjoyed  
going there. 

One of the best games we played was Lasertag. We played three games but  
our team won every game. We had lunch after the game. We ate delicious  
pizza. What a great day!

Our final activity was going to Whistler. We went to a tube park. It was great, 
but it was so tiring. We had to walk up the hill to use the tube. Going down 
wasincredible. Going up was not much fun. I was so tired that I built an  
igloo to rest in. 

I hope you enjoyed my story. I had a great time in Canada.

WrittEn by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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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my name is Heather. I want to tell you 
about my amazing trip to Canada. Canada is a 
huge country, but it has very few people. 

I went to St. Helen’s School when I was in 
canada. I also took an Englo class in  
the evening. After school, we did so many  
cool activities. 

When I first went to St. Helen’s I was really 
nervous. Luckily, the staff and the students 
were super friendly. It made it much easier. 
My teacher was Mrs. Currie. She was so  
kind to us. I think our school is the best 
elementary school in Vancouver.

After school, we had two different activities. 
Christopher taught us many different subjects. 
He was a lot of fun. He told us many funny 
stories. He also taught us well. I learned a lot 
from him. I want him to come to Korea and 
teach at our school.

Our activity teachers are named Elizabeth and 
Jesse. They were exciting and fun to be with. 
We went to so many great places with them.  
I enjoyed the activities because I learned  
about places and had fun. 

My favourite place was Whistler. We 
went up and down the hill in a tube slide.  
It was tiring but so exciting. We also went  
to Watermania. The slides weren’t that scary,  
but it was great to go racing down them. I also 
got to dive off a tower. It was about 3 meters.  
I was nervous, but I did it. I felt so proud. 

I loved going out to eat. We went to so many 
different restaurants including a 
Greek restaurant, a Chinese restaurant, and  
a Japanese lunchbox. We don’t have as  
many choices in Korea. 

I really enjoyed staying at the homestay house. 
It was a huge house. The food was delicious. 
We had pancakes, BBQ chicken and many 
other tasty treats. There were many animals 
near the house including a coyote and skunk. 

I like Canada a lot. I can’t wait until I come 
back, But next time, I will come with my 
family and we will see more of this beautiful 
country. So much more. 

엔글로 국제 프로그램 - 캐나다

“ i like canada a lot. i can’t wait until  
i come back, but next time, i will 
come with my family and we will  
see more of this beautiful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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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h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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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my name is Eric. I would like to tell you about 
my visit to Canada. When we arrived in Canada, I noticed that it was so 
different. There were so many trees. And the air was so fresh. When we left 
the airport, I saw the buildings. Korean buildings are tall, but narrow. 
The buildings in Canada are large, but low. I knew there would be so many 
differences and I was excited to learn about Canada. 

There were a lot of things to do in Canada. We fought. We played. We studied. 
And we did it all together. One of the first things we did was go to our new 
school. The people were so friendly. I was very shy, but other kids tried hard to 
be my friend. I felt special. I think St. Helen’s is better than my Korean school.

I had a great time at laser World. Laser Tag is a great game. I wore a 
really cool suit. I had to be a super shooter if I wanted to win. Luckily, I did 
well. When I come back to Canada, I will definitely play it again. 

Another thing I will do when I come back to Canada, is go to Watermania. 
I love swimming, so this place was amazing. There were huge slides. I had a great 
time sliding down the red slide. I was a little scared, but it was still so exciting. 

Finally, I loved going to Whistler. We rode on a sled and went up and down the 
mountain. It was pretty tiring, but it was still so much fun.  

Hello, my name is Andy. I would like to tell you 
about my wonderful trip to Canada and all of 
the special things that happened. We took an Air 
Canada flight from Seoul to Vancouver. When I 
first saw Canada, I thought it was a huge country. 
The air smelled different. It was so fresh. 

We came to Canada to improve our English. 
We went to St. Helen’s School in the daytime. 
Our classroom teacher was Mrs. Wilke. The 
students and Mrs. Wilke were very kind to us. 
I was in the same class with another Korean 
student in our group, Eric. I think gym class was 
the best. We played line games and basketball. 
Sometimes, we played with a hula hoop and a 
jumping rope. I really enjoyed that class.  

The food was delicious. We went to Granville 
Island and ate lunch at a Chinese restaurant.  
I had dumplings and I loved them. 

We went to Lasertag and played laser tag. It was 
really fun. Our team won three times in a row. We 
also went rock-climbing at the laser place. I was a 
lit bit scared, but after a little while I relaxed and 
had fun. 

We went toVictoria. We had to take a ferry 
because Victoria is on an island. We saw a huge 
park and some dinosaur footprints. It was very 
interesting. We ate spaghetti at the Old Spaghetti 
Factory restaurant. It was okay. 

One weekend we went to Watermania. I really  
like swimming so going there was great. One of 
the other students, Heather, is a strong swimmer. 
She dove off a high tower. She is really brave.  
We played in the wave pool for an hour. I went 
down a wild slide. After Watermania, we went  
to a huge theater and played arcade games. It  
was a great day. 

One of our afternoon activities was visiting 
Chinatown in Vancouver. There were many 
Chinese people. I bought a neck pillow for the 
airplane ride home. We also went to Gastown for 
an afternoon activity. I think I know why they 
call it gastown. There is a steam clock 
in the centre of Gastown. It makes a loud noise 
when it releases steam. 

We went to Whistler twice. The first time the 
weather was bad, so we didn’t have much fun. 
However, we were lucky and got to go back again. 
This time the weather was great. We went tube 
sliding. It was cool. It was a little bit hard to bring 
the tube back up the hill, but it was worth it.

I want to come back to Canada again. I will  
really miss everything about Canada. Thank  
you to everyone in Canada for making my trip  
so special. 

엔글로 국제 프로그램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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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ndy

WrittEn by 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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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ia, British Columbia 

Parliament building a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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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템 - 벤쿠버의 옛 원주민의 조형물

hello, my name is Stella 
Would you like to hear about my experience  
in Canada. 
 
I came to canada on January 22nd, 2011. 
It was my first time visiting Canada. I have been 
to many fun places in Korea, but now it’s time to 
explore Canada. It was hard to leave Korea, but I 
am sure I will have a wonderful time in Canada. 

Here is my story:
Canada is a huge country. The air is so fresh.  
I love it. It makes me feel healthier and it  
helps me study. 

I saw many animals in Canada. I saw a black  
dog in a park. It was very friendly. It brought 
a ball to me and I kicked the ball and the dog 
chased after and caught it and brought it back  
to me. We did it again and again for a while.  
It was so much fun. 

One of the best trips we went on was to 
Whistler. I ate so much snow. It tasted like ice.  
It was cool and hard. At first the tube slide  
park was closed. I was really sad. However, 
suddenly it opened. We had a great time 

tubing up and down the hill. 

I love the food in Canada. It all tasted super 
yummy. My favourite was meatballs and rice.  
It had a BBQ flavor and two other flavours. We 
can eat meatballs in Korea, but we don’t have 
the delicious sauce. 

Canada and Korea are very different. Canadian 
buildings are not as tall as Korean buildings. 
They are wider, but pretty short. Canada has a 
better climate, nicer people, and kinder teachers. 
Many people live in houses. I wish I had a house 
in Canada. Korea has a lot of pollution and the 
weather is much cooler than Vancouver. 

I had an incredible time in Vancouver. 
I want to visit many different countries around 
the world. I want to learn about their culture.  
I am sure I will have an amazing journey. 

However, it is time for me to return to Korea.  
I miss my parents and my friends. I will have  
so many great stories to tell them.  

Bye Bye Canada. 

WrittEn by St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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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글로 국제 프로그램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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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gEorgE’S SChool

엔글로 국제 프로그램 - 캐나다 Englo IntErnatIonal Program -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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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벤쿠버 사립명문 St. gEorgES SChool 에서의  
여름학교 (Summer Special Immersion Program)  
+ 미국서부 영어여행, 6박 7일 

•   여타의 ESL Summer Camp와는 비교를 거부하는, Englo 학생들 만을 위한 최고의 프로그램

•   캐나다 밴쿠버의 공사립학교 랭킹에서 수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최고의 명문사립 St. George’s School

과 공동 기획한 현지 학생들과의 Immersion 수업과 Englo 커리큘럼을 연계하여  

병행하는 특별 프로그램

•   Immersion 수업은 한국학생들을 분산 배정하여 참가자 전원이 현지 캐나다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영어 사용 

환경의 극대화 (전체 30개 이상의 과목 중에서 선택) 

•   매일 방과 후부터 취침 전까지 캐나다 선생님이 이끄는 단체활동 및 저녁 프로그램  

(Group Activity and Evening Program) 참여로 즐거운 레저 활동 가운데서 생활영어 훈련

•   캐나다 선생님 (엔글로 교사훈련 이수 및 실무 교육경험 완비) 이 가르치는 3주간의 Englo Intensive Program을 

통하여 엔글로 2개월 학습분량 선행학습 효과

•   학교 내에 위치한 우수한 시설의 St. George’s Boarding House에서의 기숙사 생활 (수 명의 캐나다 선생님들이 

같이 생활하여 안전관리와 생활지도, 캐나다와 여러 나라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구내식당과 각층의 학생 라운지,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는 구내 진료소, St. George School의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이용한 체력 단련의 기회)

•   지난 수 년간 실행하여 검증된 St. George School의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Weekend Activities, Sat. & Sun.)

•   미국서부 영어여행 6박 7일: 3주간의 여름 학교가 끝나면 미국 서부 로스엔젤레스 및 샌디에고의 디즈니랜드, 유니

버설 스튜디오, 씨월드, 헐리우드 (Disneyland, Universal Studio, SeaWorld, Hollywood) 등의 지역을 6박7일 

동안 Canadian선생님과 함께 여행하는 실용영어 학습에 중점에 둔 특별한 영어여행

 •  도착부터 귀국까지 전일정 기간동안 원더랜드(Glolink) 밴쿠버 담당자(17년 거주)의 철저한 현장관리

프로그램 운영 기간: 2011년 7월 24일~8월 21일 (총 4주간)
 

•  7월24일: 한국 출발 / 밴쿠버 도착

 •  7월24일 ~ 8월13일: St. George’s School Summer Residential Program

 •  8월14일 ~ 8월20일: 캐나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미국서부 LA / San Diego 6박 7일 영어여행     

 •  8월20일 ~ 8월21일: 로스엔젤레스 출발 / 한국 도착

  *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서 출발 일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1 SUmmEr  

intErnational Program: 
St. gEorgE’S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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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EngliSh SPEEch contESt

함께 대회를 지켜본 Jeremy (Englo) teacher의 소감을 보냅니다.

“Gloria gave a wonderful speech at the speech contest. She showed 
her confidence and great English abilities in her unique speech. She 
has impressive level of pronunciation, intonation, and enthusiasm 
and she is not afraid to let it shine through in her delivery.”

“Jennifer delivered an amazing speech at the speech contest. She  
was able to showcase her abilities in her great content rich speech. 
She displayed great confidence and resolve as well as great pronunci-
ation and intonation skills in the delivery of her speech.”

2010년 대한민국 영어말하기대회에서  

처음 출전했음에도 동탄원더랜드 엔글로  

국제과정의 조윤진과 박민서 학생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natIonal EnglISh SPEECh ComPEtItIon2010년 대한민국 영어 말하기 대회 출전

엔글로 국제과정 제레미 선생님

QUotE From JErEmy

동탄원더랜드 엔글로 국제과정 2학년 조윤진

PhotoS oF gloria cho

동탄원더랜드 엔글로 국제과정 2학년 박민서

Photo oF JanniFEr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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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랜드 본사 “2010년 서울 세계 평화의 밤” 후원사 지정

“2010 서울 세계 평화의 밤” 행사와 관련하여 원더랜드 본사가 공식 후원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다문화 가족을 돕기 위하여 50여 개국 주한외국대사 부부와 함께 하며 다문화 가족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주한사절단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이에 원더랜드 본사가 공식 후원사로서의 역할은 사회자 통역1명, 원더랜드 재원 초등학생 (어린이 홍보대사)  

남녀 각 1명의 영어스피치, 통역사 10여명을 각 원더랜드 학원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 했습니다. 어린이 홍보  

대사에는 엔글로 국제과정의 강동원더랜드 김희정(Patty) 학생과 중구성동원더랜드의 김주환(Julian) 학생이  

선발되어 영어 스피치를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   행사명 : 주한외교사절•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서울 세계 평화의 밤” 

•   목적 : 다문화가족 돕기

•   일시 : 2010년 12월 20일 (월) 17시 ~ 20시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 홀 (국제회의장)

•   주최 : 서울 세계 평화의 밤 조직위원회

•   주관 : 글로벌투데이신문, 사단법인 아시아예술교류협회, 사회복지법인 신애복지재단

•   후원 : 원더랜드

•   참여국가 :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50여개국

2011년 tEaChEr traInIng daY 엔글로(Englo) 교사훈련

엔글로 국제과정 교사정규훈련이 지난 2월 12일에 진행되었습니다.

•   교육일시 : 2011년 2월 12일 오전 9시~오후 6시

•   교육장소 : 대전 리베라호텔

•   교육내용 :  - 프로그램 소개 (Introduction of the program)  

- WRAT3 테스트시행 및 분석방법  

- 강의실무훈련 (Hands on training) 

•   교육강사 : 엔글로 국제과정 현재 개발 디렉터

 2011년 상반기 교사 정규 훈련2010년 서울 세계 평화의 밤 공식 후원 

thE night For World PEacE  
in SEoUl

Englo tEachEr training day 

2011년 tEaChEr traInIng daY

PhotoS

2010년 서울 세계 평화의 밤 포스터 

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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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dErland SPEEch contESt
English Speech Contest : make dreams real

원더랜드 본사 에드피아(주)의 주최로 전국 원더랜드 English Speech Contest가 개최되었습니다.

English Speech Contest는 모든 원더랜드가 다같이 참여하는 열린 마당입니다.

✱  취지:  

전국 모든 원더랜드가 다같이 참여하는 열린 마당 

많은 원더랜드 원생들에게 speech 기회제공

Speech Contest를 통한 원생들의 학습동기 유발 및 실력 재평가

Global 인재 양성 및 배출

✱  참가부문:

개인전 – 유치부,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부문(단체전 없음)

✱  참가대상:

유치부(6세이상) – 영어 유치부 1년 이상 재원생

초등저학년(1~3학년) – 초등부 1년 이상 재원생

초등고학년(4학년이상) – 초등부 1년 이상 재원생

✱  발표주제:

“Make Dreams Real” 과 관련하여 주제 선정, 원고는 영문본으로 제출

✱  시상내역:

Popular Presenter(인기상에 해당) / Best Topic(주제)

Best Pronunciation(발음) / Best Preparation(준비) / 장려상 등

✱  평가기준:

시간엄수(제한시간 유치부 3분, 초등부 5분 이내) / 원고 내용의 흐름

언어 표현의 유창성 / 발표의 준비성 / 발음의 정확성

이야기 내용의 설득력 및 이해력

2011 Wonderland Speech Contest 수상자 발표

2011년 1월 23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진행된 Speech 

Contest 본선에서 아래와 같이 원생들이 수상했습니다.  

많이 축하해주세요. 

✱  대상(유치부·초등부 통합) - 민운기(과천) 

유치부

최우수상 - 김은재(경기덕소)

우수상 Pronunciation - 김규담(중구성동), 임주영(강동)

우수상 Contents - 연승은(충주), 김유진(과천)

우수상 Performance - 이준석(남동), 윤성은(과천)

우수상 Popularity - 형진성(충주), 권수민(서평택)

초등부 저학년

최우수상 - 이한희(분당) 

우수상 Pronunciation - 김민아(분당) 

우수상 Contents - 신보라(충주) 

우수상 Performance - 정윤서(서평택) 

우수상 Popularity - 심다현(용인처인)

 

초등부 고학년

최우수상 - 김예은(서평택) 

우수상 Pronunciation - 이나경(경기덕소) 

우수상 Contents - 장현수(인천남동) 

우수상 Performance - 이주형(화성) 

우수상 Popularity - 성수민(강서)

WondErland SPEECh ContESt2011년 전국 원더랜드 영어 스피치 대회

대상: 엔글로 국제과정 민운기 학생  
(과천원더랜드) 

FirSt PlacE: min z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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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Ford bEStSEllErS

rEading challEngE
제12회 옥스포드 영어독후감 쓰기 대회

oxford BEStSEllErS rEadIng ChallEngE 2011년 OxfOrd Press 독후감대회

FirSt PlacE: JiWon Kim

대상: 옥스포드 독후감쓰기 김지원 학생 
(과천원더랜드, 엔글로 국제과정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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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회 옥스포드 영어독후감 쓰기 대회

매 회 뜨거운 성원 속에 개최되는 옥스포드 영어 독후감 쓰기 

대회가 12회를 맞이 하였습니다. 영어독서를 통한 읽기와 쓰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 학습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방학기간 동안 좋은 추억이 될 것 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재원중인 학원으로 직접 장학금을 전달하고,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상품을 보내주는 본 대회에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선생님들의 지도 부탁드립니다.

2011년 여름 방학을 시작으로 옥스포드 영어 
독후감 쓰기 대회가 앞으로는 매 해 한번, 
여름방학에만 개최!

교과목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위 지식을 영어로 배울 
수 있는 논픽션 리더스, 전 레벨 선정도서에 추가!

1.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만 7세 ~ 만 15세: 1995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한국인 학생)

2. 현재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

3. 학원장 혹은 교수부장, 담임 선생님위 추천서를 받은 학생
(본 대회는 홰외 연수나 유학의 경험 없이 국내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장려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회외 거주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12회 옥스포드 선정 더서 목록 에서 학생의 
학년에 맞눈 레벨에 따라 픽션과 논픽션 리더스 중 한 권을 
선택합니다. (2번 참조)

2. 1번에서 선택한 리더스가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확인하고, 
해당되는 독후감 양식을 다운받아 프린트하여 독후감을 
작성합니다. 

3. 추천서 양식을 다운받아 프린트 한 후, 학생 스스로 
작성한 것임을 증명한는 학원장 혹은 교수부장의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한 독후감과 함께 옥스포드 대학출판부 
한국지사로 발송합니다.

2011년 1월 28일 (금요일)
당일 소인까지 유효 (우편, 택배)

옥스포드 대학출판부 한국지사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58-3 청양빌딩 9충 (100-954)
옥스포드 영어 독후감쓰기 대회 담당자 앞

2011년 2월 23일 (수요일)
옥스포드 대학출판부 한국지사 
웹사이트(www.oxford.co.kr)에 공지

모든 수상 학생은 학원에 수상 결과를 알리고, 상장 및 부상 
일체를 학원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학원 내에서 시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가 자격

참가 방법

보내실 곳

응모 마감

결과 발표

이미지와 실제 상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12회 옥스포드 영어독후감 쓰기 대회 수상자 명단

제 12회 옥스포드 영어 독후감 쓰기 대회가 2.107명의 많은 
학생들의 참가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Oxford Gold Ribbon Scholarships for Learners

대상 32명 1. 재원중인 영어 학원에 수강료 지원 
(1인 150,000원)

2. Gold Ribbon Winner 상장 수여
3. 옥스표드 리더스 중 2권 증정

Level A
김관현 울산
김도현 제주
김예림 부산
김지원 경기
박지원 경기
이세윤 광주
이영기 경기

Level B
기가은 서울
박선영 경남
박세워 경기
신정우 제주
이서원 대전
진시윤 서울
최건 서울
홍재백 대구

Level C
권하영 대전
김지원 서울
성경샘카일 경남
이경민 충남
이승민 서울
정재훈 서울
조재현 경남
한상준 서울

Level D
김민정 부산
김상흥 대전
김재영 서울
김지해 광주
김하언 경남
전은진 경기
쵠현진 경기
허예인 경기

대상과 우수상으로 선정된 학생들이 재원중인 
학원에는 참가 학생들의 수상 결과를 알려드리고, 
상장 및 부상 일체를 학원으로 3월 25일 까지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학원내에서 시상이 이루어질 

수 이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시상안내

1. Gold Ribbon Finalist 상장 수여
2. 옥스포드리더스 중 3권 증정우수상 30명

Level A
김보경 대전
김은현 서울
문승준 제주
유지민 경남
이강욱 경기
이해나 경기
장지원 경남
정지혜 경기

Level B
강윤아 광주
김유현 대전
신민석 경기
신혜주 경기
여예린 경남
이윤서 서울
임동규 경남
황수빈 경기

Level C
김나영 경기
김미래 대전
김예림 경기
박지은 서울
박지현 제주
박진영 부산
오유주 대구
조인우 서울

Level D
구희형 서울
김유리 서울
손종희 대구
오지현 서울
이민지 대구
조영후 경기

참가자 전원 옥스표드리더스 중 1권 증정장려상 2,045명

수상자 명단



●  북미 현지 정규교육 시스템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사용

●  북미 현지 학생 적용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평가

●  북미 현지교사에 의한 학사관리

●  English, Mathematics, Science, 

    Social Studies의 주요과목 학습

●  GloLink Education School Network™의 해외 

    학력인증서 취득

●  엔글로 특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다양한 해외체험

    - 국제 프로그램: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5개국

    - 단기 해외체험 프로그램: 홍콩, 싱가포르

ENGLO International Studies 엔글로 국제부

www.glolinkeducation.com
www.wonderland.or.kr

●  한국 교과과정 기준 6년 이상의 선행학습

●  Senior레벨(Grade 5)부터 입시준비과정 포함 

    -  Essay Writing, Debating, Group Discussion, 

        Interview Preparation (Over 120 Classes/Year),

●  전과정 100% 영어진행

    -  English and Korean, fully Bilingual!!

●  전체 6년 과정, 총 780권 분량의 방대한 학습량

●  한국 교과과정과 70%이상 연계 

    (역사, 지리, 정치구조, 수학 일부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