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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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children 6 weeks old and up must use child care during class time. 

 

If you are accepted into class and need childcare, you will need to pay for your child(ren)’s 

space in childcare.  There are 2 payment options.  If you pay for the entire year, the cost is 

$145.00.  If you want to pay by semester (September to end of January and end of January 

to May), the cost is $83.00 per semester. You will receive an invoice by email when you are 

accepted into class.  Payment information and due date will be listed on the invoice.  The 

cost is a flat fee per family.  It does not matter how many children per family or how many 

classes you take.  If you are accepted into class(es) any other time than September, you will 

receive a pro-rated invoice. 

 

If you are accepted into class and need childcare, and we do not receive payment for the 

child care fee by the due date on the invoice, your child care spot(s) will be given to 

someone else. The fee is non-refundable and non-transferable. 

 

If you are pregnant and will want to use childcare after your baby is born, please indicate 

this on the registration form. You can pay the childcare fee to hold a space for your new 

baby at the start of the semester in September or January, or you can choose to go on the 

waiting list (after you have your baby), until you are ready to come back to class. We will add 

you back to class when there is a childcare spot available. 

 

If you have a child that is registered in school but occasionally has a day off during your 

class time, please talk to your class leader about child care options for those times.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about these policies, please contact us! 

ENGLISH LEVELS FOR CLASSES 

CHILDCARE REGISTRATION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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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수업시간 중에 생후 6주나 그 이상된 모든 어린이는 모두 차일드 케어를 이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업 등록이 허가 되었을 경우, 차일드 케어가 필요하시면, 차일드 케어에 여러분 자녀의 자리를 

확보하시기 위하여 차일드 케어 비용을 지불 하시기 바랍니다. 지불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년을 

한꺼번에 지불하시려면 $145.00 입니다. 학기별로 지불하시려면 (9월~1월말, 1월말~5월) 각 학기당 

$83.00씩 입니다. 수업등록 허가를 받으실때 차일드케어의 청구서도 이메일로 받으실 것입니다. 

지불방법과 납기일은 청구서에 적혀있습니다. 금액은 가정당 정액입니다. 몇명의 자녀가 있던지 몇개의 

수업을 들으시던지 상관없습니다. 9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수업등록 허가를 받으셨다면 차일드 케어 

비용은 실제 이용기간만을 계산한 청구서를 받으실 것입니다.  

 

수업 등록이 허가되었고 차일드 케어가 필요하신데 차일드 케어 비용을 청구서에 나와 있는 납기일까지 

지불하지 않으신 경우, 여러분의 차일드케어 자리는 다른 분께 주어집니다. 지불하신 비용은 반환이나 

전환되지 않습니다.  

 

임신하신 경우 출산후 차일드 케어를 이용하고자 하시면, 등록 양식에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이나 

1월 학기 시작할때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차일드케어 비용을 미리 지불해놓으실 수도 있고, (출산 후) 

수업에 복귀할 준비가 되었을때까지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차일드케어 자리가 나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힉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신 데 본인의 수업이 있는 날에 가끔씩 자녀들의 학교가 수업이 없는 경우의 

차일드 케어 옵션에 대해 클라스 리더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일드 케아 규정에 대해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의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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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드케어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