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L 레벨테스트
 새로 등록하시는 분은 레벨테스트를 받으셔야합니다.
 테스트 등록을 위한 전화: 604-988-2931
 시험보시는날 신분증명서류를 지참해 주십시요.
 테스트비용: $ 10 (환불불가)

테스트 날짜


3 월 27 일 (화요일)

1:00 pm – 2:00 pm



4 월 6 일 (금요일)

1:00 pm – 2:00 pm



4 월 10 일 (화요일)

1:00 pm – 2:00 pm



4 월 12 일 (목요일)

1:00 pm – 2:00 pm

수업료 납부
 수업료납부는 현금이나 체크만 가능하며 수업 시작전에 완불하셔야
합니다.

ENGLISH LANGUAGE CLASSES

환불
 환불시 40 불의 환불처리비용이 부가됩니다.

2018 년 봄학기 04/16 – 06/22

2018 년 4 월 20 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환불을 받으시려면 납부영수증 원본을 리셉션에 제시하여 주십시요.

근무시간:
Day
Evening

Mon – Thurs
Friday
Mon, Wed, Thurs

8:30 am - 4:00 pm
8:30 am - 3:00 pm
5:30 pm - 9:00 pm

Address
Phone
Email
Fax
Web

#205-123 East 15th Street, North Vancouver
604-988-2931 or 604-998-1065
esl@nsms.ca
604-988-2960
www.nsms.ca

2018 년 봄 학기

휴강
5 월 21 일 (Victoria Day)

2018 년 4 월 16 일 – 6 월 22 일 (10 weeks)
수업료
수업료

(방문자,

(영주권자,

워크퍼밋,

강의

날짜

시간

시민권자, 난민

학생비자등)

Living in North Vancouver!

화/목/금

12:30 pm – 2:30 pm

$440*

$640*

이 수업은 밴쿠버에서 매일 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상영어를

($7.3/hour)

($10.5/hour)

도와드립니다 – 상점, 병원, 학교나 기타 일상 활동등에 필요한 영어

$440*

$640*

이 수업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더 쉽게 적응하기위해

($7.3/hour)

($10.5/hour)

필요한 말하기, 듣는기술의 향상을 도와줄것입니다.

$440*

$640*

이 수업은 밴쿠버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 유익한 주제에 관하여

($7.3/hour)

($10.5/hour)

자신감 있게 말할수 있게 도와드리며 지역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며

(초급) CLB 1 /2
Getting Around in North

월/수/금

12:30 pm – 2:30 pm

Vancouver

강의내용

(고급 초급) CLB 3
Take Part!

화/목/금

12:30 pm – 2:30 pm

(중급하) CLB 4

밴쿠버의 모든것을 즐기도록 도와드릴것입니다.
Talk It Over!

화/목/금

12:30 pm – 2:30 pm

(중급) CLB 5
Writing and Grammar

월/수/금

12:30 pm – 2:30 pm

Class

$440*

$640*

이 수업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연습합니다.

($7.3/hour)

($10.5/hour)

각각의 상황에 꼭맞는 대화를 배우며 영어를 연습해 봅니다!

$460*

$660*

영작문 실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문법,

($7.6/hour)

($11/hour)

어휘, 주제 등을 다루게 됩니다. 학생들은 수업주제에 관해

(상급) CLB 5 & 이상

작문합니다. 모든 작문은 주의깊게 수정이 되지만 채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Citizenship Test Prep. Class

월/수/금

12:30 pm – 2:30 pm

CLB 4 and above

$440*

캐나다 시민권시험에 응시하시게 된것을 축하드립니다! 연습문제

($7.3/hour)

풀이와 인터뷰를 통해 많은 연습을 하시게 될것입니다.
* 60 세 이상 시니어 $25 불 할인혜택

Tutoring Groups
튜터그룹

금

12:30 pm – 2:30 pm

$200 -320**

$200-$320**

특별한 영어기술 향상을 원하거나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읍니까?

(4 weeks)

(4 weeks)

개인교습을 받거나 같은수준의 학생들과 그룹을 만들어 보세요.

($25-40/hour)

($25-40/hour)

(그룹당 1- 4 명)

등록학생의 수에 따라 클래스 운영이 결정됩니다. 등록인원이 적은 클래스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수업료는 튜터그룹학생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