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L
캠프의 효과

• 영어능력의 실질적 향상

• 소그룹 수업과 개인지도를
통한 전략적 영어 역량강화
• 친절하고 능력 있는
선생님과 만남을 통하여
인성과 합리적인 사고능력
향상
• 캐나다 동해안인 대서양을
경험함으로써 아메리카와
유럽의 역사 이해

2021년 겨울 캠프

*주 단위, 월 단위, 또는 7주 프로그램
입학이 가능합니다.
날짜*: 2021년 1월4일 - 2월19월

SUMMER & WINTER

ESL 캠프

석세스 크리스천 스쿨 (SCS) 1982 년에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배려심과
탁월함으로 학생을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헌신해 오고
있습니다. SCS 학생들은 세계에서 특별한 위치에 도달하기 위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양성을 받습니다.
Maritime Adventure ESL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오전에는 흥미와 재미로
꽉 찬 ESL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규 수업 시간은 4시간이며
소규모 학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업시간 동안 학생들은 개인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주로 읽기, 작문(에세이), 대화 능력 향상 위주의 수업을 제공받게
됩니다.

비용: 자율 출석
7주간  $5,350
4 주간 $3,200
2 주간 $1,725
마감: 2020년 12월 31일

2021년 여름 캠프
캠프기간: 6월28일 – 7월23일
비용: $3,950
캠프기간: 7월26일 – 8월20일
비용: $3,950
캠프기간: 8월23일 – 27일
(아카데믹 캠프)
비용: $1,100
마감: 2021년 5월 31일

MARITIMES ADVENTURE ESL 캠프
석세스 크리스천 스쿨
주소 : 45 Chapman Drive Sussex, NB E4E 1M4 Canada
사무실 전화 : (506) 433-4005
이메일 : info@sussexchristianschool.ca
웹사이트 : www.sussexchristianschool.ca

참가 대상
Maritimes Adventure ESL 캠프에서는 11세부터 18세까지의 국제학생들이
영어능력 향상과 아름다운 캐나다 동해안인 대서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공되는 물품 및 서비스
모든 학용품, 교과서, 교외 활동(관광, 스포츠 등), 교통 수단, 공항 픽업, 숙식. (숙
식: 킹스우드대학 기숙사, 1일 3식 기준)

캠프 일과
일반적인 캠프 일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8:00-8:30AM

신청방법

아침

12:00-12:45PM

점심

• 웹사이트
(www.sussexchristianschool.ca)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12:45-4:00PM

ESL 수업/
액티비티

• 비용지불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이용

5:00-6:00PM

저녁

8:30-10:00AM

ESL 수업

10:00-10:15AM

쉬는시간

10:15AM-12:00PM

ESL 수업

7:00-10:00PM

• 지원서 접수와 입금이 완료되면
입학허가서를 보내 드립니다.

저녁액티비티/
학습시간

행사 및 활동
학생들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와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고로 날씨에
따라 행사와 활동이 변경 될 수는 있습니다.
•

Sussex, NB - 길거리 대형 벽화 구경, O’Connell 공원 구경

•

Fredericton. NB (뉴브런스윅의 수도) - 전통시장과 쇼핑

•

St. Martin’s NB - Maritimes Red Sandstone 바다와 동굴 구경

•

Hopewell. NB - Hopewell Rocks 캐나다 대서양 산책

•

Saint Andrews, NB – 웨일와칭

•

Prince Edward Island - 쇼핑, 해변 방문, 관광명소방문

•

Halifax, Nova Scotia (노바스코샤의 수도) -쇼핑과 관광명소방문

•

그 외 활동 - 수영, 영화, 배구, 캠프파이어, 등등.

자세한문의는 아래를 참고 하세요
MARITIMES ADVENTURE ESL 캠프
담당자 : Mrs. Vicky Lee, Program Director
주소 : 45 Chapman Drive. Sussex, NB E4E 1M4 Canada
전화 : 사무실 1-506-433-4005 핸드폰 1-506-567-9538
메일 : vlee@sussexchristianschool.ca
웹사이트 www.sussexchristianschool.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