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eaking                            Listening 

LEVEL 1 

Cannot make basic, complete 

sentences 

 

Only understands a few words 

LEVEL 2 

Can make a basic, simple sentence 

 

 

Can understand adjectives and 

descriptions 

LEVEL 3 

Can have a basic conversation with 

an American 

 

 

Can understand the main idea of a 

conversation 

LEVEL 4 

Can express opinions and feelings 

 

Can understand & participate in 

conversations about other’s 

opinions and feelings 

LEVEL 5 

Can participate in discussions on 

most topics and is comfortable in 

“English-only” situations 

 

 

Can participate in discussions on 

most topics and is comfortable in 

“English-only” situations 

 

* If you have questions about your level please ask us for assistance. 

 

 

Childcare is available for children 6 weeks old and older. 

 

We need your help to pay for our childcare workers. There is a 

$8.00 charge per visit for childcare. (If you have 2 or more children, it is 

still only $8.00 per visit.).  A drop box is located in the childcare area for 

your convenience.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Please let us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about this policy. 

 

Please sign your child up for childcare only if they will attend 

regularly.  If you need to cancel childcare, please let us know so that we 

may add someone from the waiting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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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듣기 

단계 1 

기초문장을 완전히 만들 수 없음. 

 

단지 몇 개의 단어만 이해함. 

단계 2 

 기초,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음.  

 

 

형용사, 묘사를 이해 할 수 있음. 

단계 3 

미국인과 기초 대화를 할 수 있음. 

 

 

대화의 주제를 이해 할 수 있음. 

단계 4 

견해와 감정 들을 표현 할 수 있음. 

 

다른 사람의 견해와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대화에 참여 할 수 있다. 

단계 5 

대부분의 주제로 토론이 가능하고, 

영어만 쓰는 상황에서도 편안함. 

 

 

대부분의 주제로 토론에 참여할수 

있고, 영어만 쓰는 상황에서도 편안함. 

 

 

* 만약 여러분의 영어레벨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문의해 주십시오. 

 

 

 

6주 이상된 아이들은 돌보아 드립니다. 

 

우리는 childcare workers 에게 지불하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Childcare에 한번 맡기실때  $8.00 입니다. (만약 2 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도  한 번 맡기실때 

여전히 $8.00 입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drop box 가 childcare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방침에 관해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정기적으로 care 에 가게 될 경우, childcare 에 자녀를 등록해 주십시요. 만약  

childcare를 취소하시려면, 대기자 명단의 다른 아이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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