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를 위한
영어 학원
뉴질랜드에서 돈도 벌고 영어도 배울수 있는 기회!
다양한 직종

과일 따기
전단지 배달
웨이터
유모
농장 직원
과일 포장
판매원
집배원
청소부
회사원
정원사
농부
전화 안내원
경비원
병원 도우미
무역
주방 도우미
거리 광고
바리스타
창고 정리
레스토랑 직원
번역사
등등 끝이없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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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647-8382450 F: +647 838 2453
E: info@wie.ac.nz W: www.wie.ac.nz

워킹홀리데이로 뉴질랜드를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가장 큰 고충은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인해 취직이 어렵다는 점 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월등한 영어실력은
당연한 조건으로 생각하기에, 영어 실력을 준비하며 높히는 만큼, 도착시 일자리를 찾는
시간도 단축됩는것이 현실입니다. WIE에서 제공하는 English for Work 프로그램은
워킹홀리데이로 오시는 분들께 맞춥 제작된 코스로 영어실력과 일자리를 찾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시간표는 개개인의 일정과
면접이나 근무시간에 변경 가능 하도록 제작 되어 매우 편리하고 신속하게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킬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주일에

$23 5!

코스 기간:
기간 10주+
시간표:
시간표 9am - 3pm, 월-목 (18 시간)
학원 비용:
비용 NZ$ 235주* ($60 할인가!)

워킹홀리데이 비자에만 해당
년 월 일까지.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2013 12 20

WIE 코스의 장점








작은 반 사이즈
다양한 나라에서온 학생들
매주 재미있는 놀이
개개인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도움
홈스테이, 공항 픽업
친절한 직원들
빠른 취직을 위한 실질적 도움

시내 도시 중심에 있는 캠퍼스
넓고 시원한 교실
학생전용 부엌과 어울릴수있는 공간
학생 전용 퓨터실
당구장과 테이블 테니스실
와 국제 방송 채널 제공
무료 무선 인터넷






 55” LCD TV


해밀턴 - 뉴질랜드 낙원의 중심

해밀턴은 뉴질랜드의 가장 풍요롭고 자연의 모습이
보존되어있는 도시입니다. 그로인해 끝없는 직업들이 매년
제공이 되고있습니다. 베리와 과일를 따며 돈을 벌거나.
농장에서의 일을 도전해 보세요
또한 해밀턴은 다양한 카페와 바,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도시인만큼 끊임없는 파트타임 일자리들이 제공됩니다.
고르기만 하세요!
쉬는날에나 공휴일에는 가까운 영화관이나, 강가 산책, 공원,
박물관에 가보는건 어떠세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다른 유명한
도시에 가 그에 있는 유명한 명소들을 보고 오는것도
좋습니다. 모든것이 가능해요!
WIE에 전화하시고 평생 잊지 못할 해외에서의
추억을 예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