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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이 집중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영어를 구사
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며 그 집에서 ESL 수업을 받습니다. 학교에 등교
를 하거나 숙소 및 식사에 대해서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공항에서 이
동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제공됩니다.
개인 대 개인에게 영어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10명 내지 15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수업에서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집
에는 항상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으므로 영어 말하기를 연습할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수업료 (호주 달러)

1주

$1350

2 주

$2550

3주

$3750

4주

$4950

자녀를 지역 내 학교에 등교시킨동안 영어수업을 받을 수있습니다. 귀하
와 자녀 둘 다 영어를 배우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저희 자녀는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초등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단기학생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 학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다
니는 다문화 학교입니다.
자녀가 한명 이상이어서, 부모와 자녀 양측이 학교에 다니는 경우 부모
에 대한 편의가 마련되지 않을 때 ,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18 9201 2125

수업료 (호주 달러)

1주

$2250

2 주

$3750

3주

$5250

4주

$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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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th English Academy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한명 또는 소규모 그룹의
영어 과외지도를 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학생들은 통상 1~2시간의 수
업을 등록합니다.
과외선생님은 최상의 자격을 가진 선생님으로(성인에 대한 영어 지도
인증 CELTA 등급 A; 최우수 권 3%이내) 23년의 지도 경력을 지닌 분
들입니다.
IELTS, 문법, 어휘력, 발음, 엑센트, 보고서 쓰기, 호주식 은어 및 표현법,
사업 영어 및 일반 영어를 포함한 어느 분야의 영어도 공부할 수있습니
다.
영어 수업료는 시간 당 80불입니다.
준다나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듣는 개인 독학생들에게는 할인이 적용됩
니다.
전화 : 9201 2125

전문가 면접 코칭으로 워하는 직업을 구하는 요령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데이브는 관리 및 영업에 수년간의 경험이 있는 수준 2등급의 코치입니
다.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원하는 직업을 얻는 기술을 가르쳐줄
것입니다.
면접 연습은 시간 당 80불입니다.
전화 : 9201 2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