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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소의 해’ –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유시유종이 썩 드므오”라고 이상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일(事)의 시작은 거창하나 그 끝은 미미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올해 새해
만큼은 예년과 달리 정말 힘찬 각오와 함께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SIPS 설리번 건아들
의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021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머릿속에 그리며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히 SIPS 설리번에게 정말 의미있는 한 해입니다. “1993년에 “당당한 한국인! 우수한 세계 시민
을 만들자!”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올바른 유아들의 전인교육 및 어린이 명품영어교육기관으로
개원(開院)한지 벌써 28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4반세기를 돌아보며 설리번스쿨 어학원
이라는 유아•아동 영어교육을 처음 시작했던 『그 때 그 시절을 다시 한 번 짚어 보며 그때 그 시
절의 초심을 절대 잊지 않고 그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
음을 갖고 다시 정진하는 한 해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항상 SIPS 설리번을 성원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얀 소의 해 – 신
축(辛丑)년 새해에는 하얀 소처럼 더 우직하고 더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SIPS 설리번 건아들
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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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SIPS 설리번 – 주5일 미니 영어유치원
2021 년에도 더 탄탄한 기획, 더 업데이트 된 프로그램으로 일반 유치원이라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들을 위한 주 5 일 미니 영어유치원 프로그램으로 더 새롭게 다가 가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기존의 월수금 오후유치부(Thematic Immersion Class)와 화목 Phonics &
Speaking Class 를 새롭게 Up-grade 하여 SIPS 설리번 – 주 5 일 미니 영어유치원 프로그램으로
런칭하여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반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들에게
차별화된 방과 후 영어교육을 위한 Special Class 입니다. 또한 SIPS 설리번 27 년의 오전 유치부
커리큘럼의 노하우를 극대화하여 총체적 언어학습으로 학습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한 명실상부
최강의 미니 영어유치원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12 월 신입생을 위한 설명회 이후, 모집이 시작되었사오니 관심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SIPS 설리번으로 전화를 주세요!!! 2021 년 개강은 3 월 3 일(수)이며 현재
신규반 추가 모집 중이며 많은 분들이 미니 영어유치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Market Day를 성대하게 마무리를 하여습니다.

12 월에 계획되었던 Market Day 가 코로나 19 로 인해 한 달 지연되어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간에 걸쳐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Market Day 는 SIPS 설리번에 재원하고 있는 오후유치부 & 초등부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학습 Event 로 Today’s Words(구문 암기), Essay Writing 외에 교실 내에서의
수업 참여 및 태도 등이 우수한 친구들에게 Stamp 를 찍어주며 이렇게 모은 Stamp 를
Coupon 으로 교환하여 SIPS 설리번 Market 에서 물건을 사며 즐기는 시장놀이를 진행합니다.
SIPS 설리번 건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SIPS 설리번 Coupon 을 활용하여 Stationery
Store(문구점), Toy Store(장난감), Food Store(스낵코너) & Book Store(서점)에서 자신이 갖고 싶은
물건들을 살 수 있게 하는 Special Event 입니다.
일부 이점을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은 수강 기관과 수업을 통해 받는 쿠폰을 임의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 번 안내를 드립니다. 학습 기관과 학습의 성취도를
고려하여 쿠폰이 제공되며 이는 학생의 자산임을 다시 한 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nd Semester TEST 안내

SIPS 설리번

SIPS 설리번에서는 초등부에 재원하고 있는 모든 Class 를 대상으로 6 개월에 한 번씩 SIPS
Sullivan - Semester Test 를 통해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바탕으로 일부 학생에 한 해, Level 조정을
하게 됩니다.
2 월 9 일(화)에는 2020 학년도 하반기 SIPS Sullivan – 2nd Semester Test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3 월 반 조정 대상자가 있을 경우, 개별 상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Class
조정 대상은 6 개월간 반에서 Monthly Test 결과와 이번 SIPS Semester 성적을 합산하여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들에 한 해 일부 소수의 학생들만이 반 조정 대상이 됩니다.
본 시험은 언어의 총체적인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오니 특별히 지정된 시험 범위가 따로
없습니다. 끝으로 시험 당일에는 결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월수금 / 화목 수업을 수강하는 오후 유치부 친구들은 Semester Test를 실시하지
않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0 SIPS 설리번 – Elite Course Placement TEST
2021 년 3 월 신학기부터 SIPS 설리번 Elite Course(영유 졸업생반)에 새롭게 합류할
친구들을 위한 Elite Course Placement TEST 일정이 나왔습니다. SIPS 설리번 Elite Course 는
총체적

언어학습을

위한

듣기(Listening), 말하기(Speaking), 읽기(Reading), 쓰기(Writing)외에

비판적사고(Critical Thinking)까지 5 가지 영역을 활용한 수업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Elite Course 에서 진행하는 Journeys(미국 문학교과서) Class 는 마치 미국의 교실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TESOL 및 교육학전공한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생생하고 살아 있는 교육이 진행됩니다.
현재 타 영어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친구들은 심도 있는 Placement Test 를 보고 SIPS
설리번 Elite Course 에 입학하게 됩니다. 주위에 Placement TEST 를 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설리번스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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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of the Month 선정 기준
SIPS 설리번에서는 매월 재원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높이고 원 생활의 즐거움을 배가 시키
기 위해 매 달 한 명(초등부 1명 / 오후유치부 1명)의 ‘Student of the Month’를 선정하여 상장과
소정의 상품권(초등부) 및 선물(오후유치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상의 수여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Session이 종료한 후에 모든 반 선생님들이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점수를 환산하여 선정된 두 명의 재원생들에게 상장과 선물을 수여하고 있습
니다. 하오니 항상 결석하지 않고 바른 수업 태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 속에 친구들과도 사
이 좋게 생활하는 멋진 SIPS 설리번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상을 수여한 학생들은
SIPS 설리번 로비에 비치한 대형 포스터에 선생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축하 메시지를 함께 포
스팅하오니 원을 방문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No

Category

Percentage

1

Attendance(출석률)

20%

2

Behavior(수업태도)

30%

3

Participant(참여율)

20%

4

Homework(숙제) & Test(시험)

30%

이번 달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12 월 ~ 1 월 내내 줌수업으로 대체하여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대표성도 띠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1 월
Session 의 Student of the Month 는 한 달 쉽니다.

3 월 신학기부터 다시 새로운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오니 재원생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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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2 월 등록 기간 안내
월/수/금 2021 년 2 월 8 일(월) ~ 2021 년 2 월 26 일(금) 총: 8 회
화/목 2021년 2월 9일(화) ~ 202년 2월 25일(목) 총: 5회
2월 Session 등록기간 : 2021년 2월 1일(월) ~ 2월 5일(금) 5일간
직접 결제하시기 위해 방문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2:10 ~ 2:40 사이에는 오전 유치부 하원
으로 인하여 데스크가 가장 바쁠 때 입니다. 하오니 이 시간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휴 안내
SIPS 설리번에서는 2월 11일(목) ~ 12일(금) 양일간 설연휴로 휴원합니다. 이번 설 연휴 동
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2월 15일(월)부터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오니 가급
적 가정에서 설 연휴를 보내시고 이후에는 결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수업 시작일
SIPS 설리번에서는 3월 신학기 수업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월수금 반 – 3월 3일(수) 개
강 / 화목 반 – 3월 4일(목) 개강합니다. SIPS 설리번은 수업 일수를 준수합니다. 월수금반 12회 /
화목반 8회 수업을 준수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강 및 수강료 차감 규정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소풍 및 견학 등으로 결석을 하는 친구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에는 수강료 차감 및 보강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원의 사정으로 수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보강 및
수강료 이월이 가능하지만 학생 개인 사정(여행, 학교 및 유치원 행사 등등)으로 결석하는 경우에
는 개개인별 보강이나 수강료 차감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원 할 때 데려가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세요
SIPS 설리번에서는 2 시 30 분 / 4 시 30 분 / 6 시 30 분에는 하원으로 인해 모든 Admin 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갑작스러운 하원 변동은
기사님 뿐만 아니라 모든 Admin 들의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미리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소지품에 ‘꼭’ 이름을 써 주세요
SIPS 설리번은 오전에는 오전 유치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오후유치부 및 초등부
학생들이 와서 영어를 배우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가방, 신발, 책, 우산 등등 똑같은 물
건들’을 가지고 등원하게 됨에 따라 물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물건에 이름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친구 물건에는 손대지 않도록 주지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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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비용 인상 안내
SIPS 설리번은 3월부터 물가 인상을 고려하여 일부 부대 비용의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
드립니다.

구분

간식비

셔틀비

인터뷰 비용

월수금(12회)

30,000원

50,000원

Placement Test Fee 30,000원(Regualr

화목(8회)

20,000원

40,000원

& Elite Course 공통)

환불 규정 안내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할수 없게 된 날

한 금액

제 18 조 제 2항 제 3호의 교습기간이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

반환 사유에

1 개월 이내인

해당하는 경우

경우

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
하는 금액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
는 경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
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
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