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and
Citizenship Classes
Join our Community of Cultures!

Fall classes in English, Citizenship, Writing, and Conversation begin September 25th, 2018. 2018
년 9 월 25 일, 가을학기 영어, 시민권, 작문, 회화, 그리고 초보자 워크샾이 시작됩니다. St.
Mark Catholic Church, Christian Formation Center, 9972 Vale Road, Vienna, VA 22181
■ Registration Dates (등록일):
- Tuesday September 18th , and Thursday September 20th,
from 7 to 8 p.m.
- 9 월 18 일 화요일, 9 월 20 일 목요일, 7-8 pm
- A placement exam will be given. 등록과 동시에 반 배정에
필요한 평가시험이 있읍니다.
■ Classes/수업: On TUESDAYS and THURSDAYS, Sept 25th –
Dec 6th , 2018 . English classes from 8 to 9:30 p.m.
영어수업은 2018 년 9 월 25 일 - 12 월 6 일 화요일과 목요일.
8시에서 9시 30 분까지 합니다. . Citizenship, Writing,
Conversation, and Beginner Workshop from 7 to 7:45 p.m.,
same days. 시민권, 작문, 회화, 그리고 초보자 워크샾은
같은 날 7시부터 7시 45분까지 입니다.
■ Where/장소: St. Mark Christian Formation Center, 2nd floor.
(성 마르코 성당 포메이션 센터2층).
■ Cost/비용: English classes: $25 (for 9 weeks of lessons).
Citizenship, Writing, Conversation, and Beginner Workshop:
$10 (for 9 weeks of lessons). Book cost is extra where
applicable. Cash and Credit/Debit is accepted for registration
and books. 영어반: $25 (9주 수업), 시민권, 작문, 회화,
초보자워크샾 : $10 (9주 수업). 책값은 별도이며 등록비와
책값은 현금, 크레딧,/데빗 카드 가능합니다.

■ Citizenship/시민권반: St. Mark Intermediate and
Advanced ESL students only. Includes one-on-one
lessons and interview practice prior to citizenship exam.
성마르코 성당의 영어반에서 중급반과 상급반
학생들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시험 전에
일대일 학습과 인터뷰 실습을 합니다 .
■ Writing/작문반: Intermediate 3 & Advanced St. Mark
English students only. 중급반3과 상급반 영어반
학생에 한함 .
■ Conversation/회화반: Intermediate and Advanced St.
Mark English students only. 중급과 상급 영어반
학생에 한함.
■ Beginner Workshop/(초보자 워크샾):
Beginner St. Mark Students only. 성 마르코 ESL의
기초반 학생들만 가능합니다.

■ Questions/문의사항 : Visit our Web
page/웹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www.stmarkesl.org/; 이메일
stmarksesl@gmail.com / ;
Or call: 703-980-9380; 703-78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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