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소개

오시는 길

English
Language
Learning
Center!

영어를 배우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ELLC 교사들은 대학을 마친, 수준높은
교사들입니다. 저희는 각각 학생에 대해
진심으로 도와드립니다. 모든 교사는 친절하고,
스트레스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소규모
클래스 사이즈는 가장 높은 레벨까지

언제라도 등록가능

소규모의 교실

도달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교습
저희는 해당항목에 개인교습을 제공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글쓰기 기술



비즈니스 영어



액센트 감소



시민권 시험 준비

TOEFL
성인 교습

개인교습은 1 시간당 $30 입니다

Learning English is fun at…

수준급의 선생님
English Language Learning Center, ELLC 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

주소는 2727 Canton Rd, Suite 510, Marietta,
GA, 30066 입니다. Canton Highway 와
Piedmont Rd 교차로의 Piedmont Walk
Shopping Center.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온라인으로!

www.englishcenter.org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727 Canton Rd.,
Suite 510
Marietta, GA 30066
www.englishcenter.org

Director
Sherrie Lilge
(770)355-5569

등록
언제라도 시작하세요. 새로운 학기는 8 월,
1 월, 6 월 이지만 현재 학기 중, 언제라도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 캠프 – 7 월, 8 월 오전

수업료
매달 수업료는 그 달의 첫번째 수업에
받습니다. 기본 수업은 일주일에 2 번,
4 시간이고 시간당 $9 입니다. 한달에 기본
16 시간 수업인 경우 수업료는 $144 입니당.

Class Times
낮과 저녁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 일/2 시간이
기본수업시간입니다.기본 수업은

코스 소개
English Language Learning Center 는 독해,
문법, 읽기, 말하기, 듣기, 작문,.이디엄, 단어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회화 수업이나 낮

레벨소개:

수업과 저녁수업을 모두 수강하실



Levels 0-3-초급

수도 있습니다



Levels 4-7-중급

아침 수업 시간



Levels 8-10-고급

월요일-목요일

수업료는 수강수업시간수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9am -11am
11am - 1pm

교재

금요일: 회화 수업&
발음 수업 9am - 11am

TOEFL 준비반- The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은 많은 대학교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개인교습 :어린이와 성인-시간당$30

모든 레벨은 텍스트북을 필요로 하고 그 책은

11am -

ELLC 를 통해 살 수 있습니다. 책의 가격은

Saturday:

레벨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저녁수업

레벨 테스트:
레벨테스트는 필수사항이고 비용은

시민권 수업: 한달에 세번

월요일–목요일:
7pm – 9pm

9:00 - 12:30 자세한건 전화로 문의하세요

1 pm

약속에 의해서

회화와 발음:모든 레벨 클래스

$15 입니다. 전화로 예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