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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우드 공공 도서관 영어 교육 프로그램 

 
등급과 교습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이 구성이 됩니다: 

학습 환경:           학생수:                      등급: 

개인 지도                      1         초초급  

그룹 

        소그룹 2 – 4       초급 - 중초급 

        생활 영어  4 – 8                 중초급—고급 

        오페어 영어 4 – 6       중급 - 고급 

        회화 교실          최대 15                        중초급 - 고급 

대상 학생 

국적에 상관없이 현재 리지우드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최소한 일년 이상 체류할 18 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 

희망자 수에 따라 대기자 명단이 생길 수 있으며 이경우 리지우드 거주자와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신 분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사전 인터뷰를 통해 등급을 결정받게 됩니다.  

강사 

개인 교습과 작은 규모 그룹 수업의 경우, 성인 봉사자들이 수업을 이끌어 나갑니다. 봉사자들은 본 도서관이 네차례로 운영하는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강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ESL 이나 LVA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고려하나 가르친 경험이나 외국어 기술 혹은 

리지우드 거주 여부가 강사의 선발 조건은 아닙니다. 강사 교육 및 강의 자료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교습 장소와 시간 

교습 기간은 9 월부터 6 월까지이며, 학생과 강사는 최소한 일주일에 일회 이상 도서관에서 만나 한 시간 반 동안 이루어집니다. 모든 영어 

교습은 리지우드 도서관 안에서 진행됩니다. 

특별 영어 교실(8 주 수업: 가을, 겨울, 봄학기)  

생활영어(화.목 오전; 9:30-11:00): 중초급 및 초중급 학생 대상.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중심으로 매 주 2 회 진행 

문화와 영어(수 저녁 7-8:30): 중급 및 고급 학생 대상. 다양한 문화 주제에 대한 말하기 수업. 매주 1 회 진행.  

비용 

등록비: 리지우드 주민 $10/ 타도시 거주주민 $20.타도시 거주인의 경우,개인 지도 및 2 명 그룹 수업의 경우 학기당 $150, 기타 그룹 수업 경우 

학기당 $100. 특별 영어 교실의 경우 매 세션별로 수업료가 부과됨.  

생활영어: 리지우드 주민 $30/타주민 $75, 문화와 영어: 리지우드 주민 $15/ 타주민 $40  

안내 문의  

기타 문의 사항은 www.rigewoodlibrary.org/esl 를 참조 하시거나, ESL 부서 내, 담당자 Victoria Hilditch 나, Victoria Schnure (201-670-5600 

ext. 133)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리지우드 공공 도서관 영어 교육 프로그램은 어느 국적이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도서관의 영어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수준의 개인교습과 수업이 있으며, 일반 생활에서 

필요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성인들에게 제공됩니다.  

리지우드 공공 도서관  www.ridgewoodlibrary.org 
125 N. Maple Avenue~ Ridgewood NJ 0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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