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NER SCHOOL OF ENGLISH WIMBLEDON
왜 밀너스쿨인가? (Why Milner School?)
우수한 퀄리티, 높은 만족도 그리고 최고의 경험
밀너스쿨은 영국 사설학교 협회(English UK)의 멤버이며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인증을 받은 우수한 교육 기관입니다. 밀너스쿨은 친구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수업 환경, 수준
있는 전문 영어 교사들 그리고 학비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너 스쿨은 지난 30년이 넘게 영국과 호주에서 영어 학교를 운영하면서 쌓아온 탁월한 영어
교육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적의 장소
밀너스쿨은 안전하고 편안한 윔블던 주택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밀너스쿨은 윔블던역에서 8분 거리인 윔블던 중심부에 있으며 윔블던역에서 런던 시내까지는 열차로 20분의 시
간이 소요됩니다..

모든 레벨에서 제공되는 안성맞춤형 코스
밀너스쿨은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모든 레벨에 대한 영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과정은 성격에 따라 집중영어과정(총 6단계 레벨: 초급-고급), 캠브리지 시험반, 아이엘츠
과정, 아카데믹이어 프로그램, 테니스와 함께 배우는 영어(English+Tennis programme)코스 그리고 1:1 영어수업으로 나누어 집니다. 각 반의 학생 정원은 최대 12명이며 모든 수업은
레슨당 60분씩 진행이 됩니다 (1레슨당 45분씩 수업을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영어 과정은 매주 월요일부터 수업이 시작되며, 밀너스쿨의 모든 학생들은 매 주 한 번씩
제공되는 발음교정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 각 국의 다양한 학생들
밀너스쿨은 이탈리아, 브라질, 체코, 이란, 스페인, 스위스, 일본, 태국, 터키,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러시아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밀너
스쿨의 클래스는 여러 나라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문화 및 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각 국의 학생들이 영어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며 국제적인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
니다.

수업시설 및 방과후 활동
밀너스쿨은 컴퓨터실, 학교 내 무선인터넷, 도서관, 자습실 그리고 넓은 학생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밀너 스쿨의 모든 학생들은 무료로 윔블던 레져센터의 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수영장, 헬스클럽과 운동 클래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수업 외 Social Programme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을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윔블던 지역의 공립 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 윔블던 지역인가? (Why Wimbledon?)
생동감 있는 전형적인 영국타운
윔블던은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 중의 한 곳이며, 카페, 영국 전통 펍, 현대식 바, 영화관, 쇼핑센터 및 문화공연장이 있습니다.

울창하게 우거진 초대형 숲
윔블던은 승마, 골프, 산책, 테니스와 같은 실외 스포츠를 즐기기에 이상적인 곳입니다.

세계적인 테니스 명소
밀너 스쿨은 매년 윔블던 테니스 대회로 유명한 곳인 the All England Lawn Tennis Club과 버스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영국전통 가정 홈스테이
밀너 스쿨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검증을 마친 신뢰성 높은 홈스테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홈스테이 가족들이 윔블던 및 윔블던 인접 지역에 살고 있어서 학생들은 도보로 밀너
스쿨까지 등교가 가능할 뿐 아니라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적의 대중교통 환경
윔블던은 런던 시내까지 열차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버스 그리고 트램을 통해 런던 전역을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교통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