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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하세요... 지금 연락 하고 WIE 

가족의 일원이 되세요! 

2003200320032003년부터 와이카토 영어 학원년부터 와이카토 영어 학원년부터 와이카토 영어 학원년부터 와이카토 영어 학원(WIE)(WIE)(WIE)(WIE)은 수천명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영어 실력을 늘리기 은 수천명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영어 실력을 늘리기 은 수천명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영어 실력을 늘리기 은 수천명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한 선택이  되어 왔습니다위한 선택이  되어 왔습니다위한 선택이  되어 왔습니다위한 선택이  되어 왔습니다....    WIE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내륙 도시이자 두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해밀턴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십만에 가까운 인구를 자랑하는 해밀턴은 교육과 레저를 위한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며 많은 뉴질랜드의 해변과 호수, 산과 유명 관광지 그리고  액티비티의 중심에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WIE학생들은 너무 다양한 옵션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  입니다. 저희 캠퍼스는 편리하고 매력적이며 해밀턴이 갖고 있는 카페,레스토랑, 쇼핑  센터, 극장, 가든, 강변 산책로, 호수 등등 모든 것에 가까이 있습니다. 
선택 가능항 코스의 종류선택 가능항 코스의 종류선택 가능항 코스의 종류선택 가능항 코스의 종류    ---- 일반 영어 회화 과정 일반 영어 회화 과정 일반 영어 회화 과정 일반 영어 회화 과정    ---- 아이엘츠 아이엘츠 아이엘츠 아이엘츠& OET & OET & OET & OET 준비 과정준비 과정준비 과정준비 과정    ---- 간호사 등록을 위한 영어 과정 간호사 등록을 위한 영어 과정 간호사 등록을 위한 영어 과정 간호사 등록을 위한 영어 과정    ---- 어린이 교육 선생님을 위한 영어 과정 어린이 교육 선생님을 위한 영어 과정 어린이 교육 선생님을 위한 영어 과정 어린이 교육 선생님을 위한 영어 과정    ---- 직장 실용 영어 과정 직장 실용 영어 과정 직장 실용 영어 과정 직장 실용 영어 과정    ---- 고등학교 준비 과정 고등학교 준비 과정 고등학교 준비 과정 고등학교 준비 과정    ---- 이민을 위한 영어 과정 이민을 위한 영어 과정 이민을 위한 영어 과정 이민을 위한 영어 과정    ---- 방학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   모든 과정은 뉴질랜드 정부 자격 검증 기관(NZQA)에 의해 평가되고 승인되었습니다. 
�   정기적인 특별 할인이 있으니 오늘 문의 하세요! 
�   국제 영어 시험관을 포함한 학위와 경험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들이  원어민이며 다수가 세컨 랭귀지를 구사합니다. 
�   초급부터 고급반까지 6단계의 수업이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가능합니다. 
WIEWIEWIEWIE에서 공부하면 더 좋은 점에서 공부하면 더 좋은 점에서 공부하면 더 좋은 점에서 공부하면 더 좋은 점    

�   에어컨을 갖춘 현대적인 캠퍼스, 학생 휴게실과 주방, 포켓볼과 탁구대, 컴퓨터실,  자료 도서관과 프리 와이파이. 
�   평균 6-8명 최대 15명을 갖춘 수업. 
�   매주 아이엘츠 모의고사, 재밌는 오후 활동과 맞춤 여행. 
�   첫날 무료 레벨 테스트와 도시, 캠퍼스 오리엔테이션이 주어짐. 
�   현지 키위 가족들과 홈스테이 공항 픽업 가능. 
�   유용하고 친절하며 전문적인 직원들 -WIE는 도착 후부터 떠날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 까지 책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