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영어코스 General English
10명 이하의 소규모 클래스 운영으로, 학생의 레벨과 목표에 맞는 수업 진행
CEL에서는 한반 인원수를 10명으로 제한하여, 학생 개개인의 레벨과 목표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반에 있는 동안 한 강사가 수업을 담당하므로, 학생
한명한명의 성격과 희망사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 클래스 전체의 분위기와 동기부여를 좋은 상태로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일반영어코스에서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4기능뿐만 아니라, 문법, 발음, 단어, 발표 등 언어운영스킬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렛슨 스케줄 예

English
Courses

8:45 – 9:30

워밍업 연습
숙제확인, 전날 배운 내용 복습 및 발표, 미니테스트

9:30 – 10:15

스피킹 & 리스닝
페어 혹은 그룹으로 스피킹 트레이닝

10:15 – 10:30

휴식시간

10:30 – 11:15

문법, 단어 & 작문
교재내용과 그날의 테마에 맞춰 새로운 단어를 공부하고,
그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작성

11:15 – 12:00

문법
교재를 사용하여 문법 연습

클래스 인원이 적어서, 모두와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레벨업 테스트를 매주 실시
매주 수요일(문법, 작문)과 목요일(회화)에 레벨업 테스트의 기회가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레벨업을 희망할 경우, 혹은 강사가 레벨업을 추천하였을 경우 레벨업
테스트에 도전해보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결과에 따라 레벨업된 클래스로 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진도리포트 (Progress Report)

일반영어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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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수료 시, 학생 한사람 한사람에게 「Progress Report」와 수료증(Certificate of Attendance)을 강사가 수여합니다. Progress Report
에는 입학시와 수료시의 테스트결과 비교, 성적, 강사평가, 앞으로의 학습포인트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료증의 경우 80%이상의 경우에만 수여합니다.
개인렛슨(Private Lesson)

서핑렛슨(Surfing Lesson)

단기간의 유학기간동안 확실한 실력향상을 원하고, 비즈니스영어와 회화실력향상에 특화하여 수업을 받고
싶은 분께 개인렛슨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렛슨만 수강도 가능하시고, 일반영어수업과 함께
(오전에는 클래스렛슨, 오후에는 개인렛슨의 형태) 수강도 가능합니다. 학생요청에 맞춰
수업계획/스케줄을 조정하여 안내드립니다.

오전에는 클래스에서 영어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비치에서 서핑렛슨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기간 : 2주 이상 ~
오전 : CEL에서 영어렛슨 / 오후 : 주2회 서핑렛슨
※수강료에 서핑보드, 서핑슈트대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스

렛슨수

학생
비자

Intensive

20렛슨

불필요

Intensive·Plus

24렛슨

필요

Super·Intensive

30렛슨

필요

수업요일
5일간

시간
8:45 –12:00

（월-금요일）（※성수기에는 오후반14:00–17:15에도 수업진행)

5일간

주2일 8:45 –13:45·주3일 8:45 –12:00

（월-금요일）（※성수기에는 주2일12:15–17:15·
주 3 일14:00 –17:15에도 실시）

5일간

8:45 –13:45

（월-금요일） (※성수기에는 12:15-17:15에도 수업진행)

※ 샌디에고 퍼시픽비치교에서는 Super Intensive코스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성수기에는 오전·오후클래스(2부제)로 반편성하여 수업을 진행합니다.
※ 1렛슨 45분 수업입니다.

1클래스당
학생수

입학식

평균7명

매주 월요일

（최대10명）

평균7명
（최대10명）

평균7명
（최대10명）

매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캠퍼스
샌디에고

퍼시픽비치

산타모니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