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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적인 시티 로케이션환상적인 시티 로케이션환상적인 시티 로케이션환상적인 시티 로케이션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내륙 도시 해밀턴의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WIE는 편리하고  매력적이며 해밀턴이 갖고 있는 카페, 쇼핑, 극장, 가든, 도서관, 고즈넉한 강변  산책로, 해밀튼 호수 등 모든 것에 가까이 있습니다! 
선생님 당 낮은 학생 비율선생님 당 낮은 학생 비율선생님 당 낮은 학생 비율선생님 당 낮은 학생 비율 우리 학급은 평균 6-8명 최대 15명의 학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의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친밀한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개인적 관심을  쏟을수 있도록 해줍니다. 
수업료의 가치수업료의 가치수업료의 가치수업료의 가치 경험 많은 선생님들과 정부 승인 코스들, 작은 학급 인원, 도심 위치, 경쟁력있는  학원비와 학생 중심의 접근법, WIE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할 것입니다. 특별 할인에 대해 문의하세요! 
다국적 학생들다국적 학생들다국적 학생들다국적 학생들 WIE 학생들은 35개 이상의 다른 나라들에서 옵니다. 활기차고 다양한 국적의 모든  이들이 영어를 말하는 곳에서 다른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오랜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최신식 설비들최신식 설비들최신식 설비들최신식 설비들 WIE  캠퍼스는 깔끔하고 현대적이며 에어컨을 갖춘 교실들,  넓은 학생 공용실,  포켓볼과 탁구대, 위성 TV, 학생 주방, 멀티미디어 컴퓨터실, 편안한 휴게실, 자료  도서관과 프리 와이파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스터디 옵션맞춤형 스터디 옵션맞춤형 스터디 옵션맞춤형 스터디 옵션 6개 레벨의 학급이 아침, 오후, 저녁으로 이뤄지고 개인교습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코스들 일반 영어, 아이엘츠/OET, 간호사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영어 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WIE에서 아이엘츠 혹은 OET 준비과정으로 학업 목표를 더 높게 잡으세요. 우리의  학 습  방 법 과  주 간  모 의  고 사 는  학 생 들 이  자 신 의  점 수 를  향 상 시 키 고  시 험 에  익숙해지도록 도와 줍니다. 모든 테스트 선생님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이며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준 다년간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우리는 하루 우리는 하루 우리는 하루 24242424시간 일주일 항상 곁에 있습니다시간 일주일 항상 곁에 있습니다시간 일주일 항상 곁에 있습니다시간 일주일 항상 곁에 있습니다 헌신적인 도우미 스탭들은 일과 후 전화 번호로 항상 낮과 밤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습니다. 도착 후 슈퍼 마켓과 쇼핑센터, 은행과 정부 청사를 돌아보는 캠퍼스와  시티 오리엔테이션이 주어집니다. 

친절하고 유용한 환경 제공친절하고 유용한 환경 제공친절하고 유용한 환경 제공친절하고 유용한 환경 제공 우리는 우리의 학생들을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란 것은 선생님과 스탭이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으로 WIE는 한 학생을 단지 많은 학생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생이 도착 후 부터 떠날 때까지...그리고 그 이후 까지 생각합니다. 
검증된 학위의 선생님들검증된 학위의 선생님들검증된 학위의 선생님들검증된 학위의 선생님들 전문적인 교육과 국제 학생들을 가르친 수년간의 경험이 있는 검증된  선생님들과  공 부 하세 요.  몇  분 은  국제  영 어  테 스트  시 험관이십니다 !  열정 적이 고  능동적 인  선생님들이 전문적이면서도 재밌는 스터디 환경으로 학생들이 개인적인 목표를  이룰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