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을 위한 영어 학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알차고 유익한 방학! 

WIE 영어 학원에서는 방학 기간 동안 가족 모두가 즐기며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가족 페키지를 제공하고있습니다. 가족들과의 추억도 쌓고, 영어 실력도 키우고!  

WIE’s English for Families 페키지는 만11세 이상인 모든 가족분들께, 여행일자와 영어 실력을 모두 고려한 코스를 디자인해 드립니다. 11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신 가족들께는, 도착시 학원과 가까운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영어 코스들은 학생 모두의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원어민 선생님들과 충분한 읽기,쓰기,듣기 연습을 통해 발음교정과 자신감을 높히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가족의 일정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 디자인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만큼, 저희의 프로그램 구성은 다양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부모님께서는 아침수업후 관광지를 둘러볼 시간을 남기신다던지, 아이들에게 개인 교사를 붙혀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볼수있는 영어 교습에 참여하길 원하시던지, 끝없는 옵션들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문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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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나 가족 인원이 작은분들께 인기많은 옵션으로 홈스테이가 꼽히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일상에 참여하는홈스테이 기회를 통해 영어 실력도 빨리 키울 수 있는 장점이 가장 큽니다.  가족 인원이 많거나, 장시간으로 영어학원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아파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모던하고 아늑하며 모든 가구와 가전 제품이 미리 설치 되어 있습니다. 위에 두 옵션 모두 학교와 매우 가까우며 버스로도 이동 가능 합니다. 해밀턴은 뉴질랜드의 최대 광광지로 뽑히는 곳들의 중앙에 위치한 도시이며. 관광을 하고싶은 가족들께는 렌트카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렌트카로 가까운 명소들: 로토루아, 호비턴, 와이토모 동굴,  타우포 호수와 유명한 바닷가에서 가족과 잊지못할 추억을 남겨보세요 

숙박과 경비 

�   모든 교과서와 CD 
�   개인 시험 
�   관광지 추천과 도시 정보 

�   학교 소풍과 방과 후 놀이  
�   숙박 장소와 비용에 대한 정보와 예약 

�   성적표와 상장 
� 공항 픽업이나 보험은 문의시 말씀 해주시면 꼼꼼히 알아봐 드립니다. 

WIE 영어코스의 구성 

10% 

할 인할 인할 인할 인 ! 가족 2명 이상  가입시 해당됩니다 

지금 WIE와 잊지못할 가족영어 방학의    

추억을 예약하세요info@wie.ac.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