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스토리타임(2015 년생) 영국문화원 영러너 서초 어학원 모집요강
학부모여러분께
2020 학년도 주한영국문화원 주니어스토리타임의 신입원아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모집 대상 및 인원

연령

생년월일

만 5세

정원(반)

2015 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사이에

14 명

등록 방법

센터 현장 등록

출생한 어린이

❏ 모집지역
등·하원에 지장이 없는 구역(셔틀을 운행하지 않음)

❏ 모집 및 선발일정
구분
센터 방문 등록

기간
등록일: 12 월 15 일(일)
업무시간: 09.00-16.00

내용

*방문하여 선착순 등록 및 결제
*12 월 15 일 당일 순번대기표 08:40 부터 발행

*생년월일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지참 필수

* 12 월 15 일 등록 이후 잔여석에 한해 상시 등록가능하며, 휴원기간에는 홈페이지 온라인 문의를

통해 남겨주시면 (희망센터, 선호 수강요일, 아이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필수 기재) 1 월
6 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잔여석 확인 및 대기 접수는 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등록 안내

●

수업기간 및 등록금: 2020 년 3-7 월 세션 학기등록/ 총 826,500 원 ( 165,300 원 x 5 개 세션)

●

수업 횟수: 주 1 회 / 2 시간 수업 (1 개 세션= 4 주)

●

수업 시간: 주중 오후 1 시 ~ 3 시 (월/화/수/목/금, 주말반 별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

수강인원 : 정원 14 명/ 학급

●

담임 선생님과 수업 및 한국인 보조직원 상주 (100%영어로 수업진행)

●

과정안내는 주한영국문화원 웹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

등록 장소: 영국문화원 서초센터 어학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4 길 27

●

(서초동 1685-8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1 층

주차 안내 : 최초 10 분 무료 (이후 10 분당 1,000 원 유료 )

*무이자 할부 카드: 국민, 현대, 삼성, 신한 (무이자 혜택은 2019 년 12 월 결제에 한함)
문의 : 02-1522-5009 / www.britishcouncil.kr
센터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결이 어려운 경우 seocho@britishcouncil.or.kr 로 간략 문의
내용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직원이 최대한 신속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British Council is registering new Junior Story Time course students for 2020.

❏ Registration
Age

5

Date of Birth

From 1 January to 31 December 2015

Capacity per class

14

❏ Catchment area
Area where children have no transportation problem coming to / returning from the British Council (No
shuttle bus provided)

❏ Registration Schedule

Period

Contents

Sunday, 15 December 09:00

Parents must visit the centre in order to
make payment

*Waiting number tickets will be available from 08:40
* Please bring documents to prove the child’s age.

❏ Registration Guidance
●

Duration of course/Tuition
2020 March – 2020 July Session / KRW 826,500 (KRW 165,300 x 5 Sessions)

●

Number of classes: 4 lessons in 4 weeks, 2 hours per class (1 Session = 4 Weeks)

●

Class period: Weekdays 13.00 – 15.00

●

Number of students: 14 per class

●

Class will be provided by 100% Native English Speaking Proficiency teacher and Korean
classroom assistant.

●

Please visit the British Council website for the course instruction.

●

Registration Location: British Council Seocho Centre – Seoul Seocho-gu, Seocho-Jungangro, 24gil, 27 (Seocho-dong 1685-8 G5 Central Plaza 1st Floor)
Parking Information: Free for the first 10 minutes. (1000\ per 10 minutes afterwards)

●

*Interest-free instalment Card: KB, Hyundai, Samsung, Shinhan (Interest-free benefit is available for
payments made in December 2019)
Inquiry: 02-1522-5009 / www.britishcouncl.kr
At busy times, Contacting us by phone may be difficult. If contact is unavailable, please send an email
to seocho@britishcouncil.or.kr and leave your phone number in the email, we will contact you as soon as
possi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