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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gewood Public Library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필요 수준에 따라 학생은 다음 위치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학습 환경            학생 수                      수준  

개별 세션                     1      초보자 전용  

여러 떼  

 소그룹  2 – 4    초심자/고급-초보자  

 대화 그룹  4 – 8    고급-초보자 / 고급  

 오페어 회화  4 – 6    중상급  

 특별 지침(아래 참조*)   최고 10        고급-초보자 / 고급  

재학생 

성인(18세 이상), 리지우드(Rwd) 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최소 1년 동안 이곳에 머물 계획입니다. 리지우드 거주

자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배치되기 전에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교사 

성인 자원 봉사 교사는 개별 학생 또는 소규모 또는 대규모 그룹의 학생들과 함께 일합니다. 모든 튜터는 5세션 

튜터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전 ESL 또는 LVA 경험이 지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강의 경

험, 외국어 능력 및 리지우드 레지던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육 및 자료는 무료입니다. 

과외 세션 

학생과 튜터는 9월부터 6월까지인 ESL 학기 동안 최대 1시간 반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대면 및 가상 옵션을 모두 제공합니다. 

*특별 수업 (8주 세션: 가을, 겨울, 봄) 

일상 영어 (화/고급 초급 및 중급, 목요일; 중급: 오전 9:30-11:00): 말하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둡니다. 일

주일에 한 번 모임. 

문화 영어 (수요일 저녁: 7:00-8:30 pm; 가상 회의): 중급에서 고급까지. 다양한 문화적 주제를 탐색하면서 영어 말

하기 능력을 향상시키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모임. 

수수료 

등록: $10 Ridgewood/$20 기타. Ridgewood가 아닌 학생을 위한 기타 비용: 개인 및 2:1: 학기당 $150, 대화 그

룹: 학기당 $100. 특별 수업 수업, 세션당: 일상 영어: $15 Rwd/$40 비 거주자 및 문화 영어: $15 Rwd/$40 비 거주

자. 

연락하다 

리지우드 공공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제 2 언어로서의 영어 (ESL) 프로그램은  

영어 회화에 도움을 구하는 성인에게 개인 교습과 교실 수업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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