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L Camps
2019
July 1st - July 26th, 2019
$3,750*
July 29th - August 23rd, 2019
(Academic Program)
$3,750*
*등록금 안에 모든 수업료,과외활동, 홈스테이 모두 포함

FCA는 영어를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11~19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미있고 신나는 ESL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보살핌과
안전이 보장되는 홈스테이 가정집에 거주하게 되며
캠프 종료시 영어 한과목에 해당하는
영어 수료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고등학교 영어 과정 (한 과목에 준하는)
증명서를 받게됩니다 !

FCA 여름캠프는 정말 굉장했습니다. 캠프활동은 정말
흥미로웠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보살핌과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프레데릭턴 사람을은 정말 친절하며 이곳에서
영어를 배우며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동안 늘 마음이
편안했고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습니다.
~Archer Chen

기본 수업 프로그램
모든 과정은 프프레데릭턴 북쪽에
위치한 프레데릭턴 크리스천

행사 및 괴외활동

학생들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과외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일부 행사는 날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진행되며 아침에 4시간은

• Clay Cafe

정규 학교수업이 진행됩니다.

• Scavenger hunt

• Kings Landing Historical
Settlement

• Shopping

• Kingswood Golf

• Farm Tour

• Magic Mountain

• Science East

• Tubing on the Nashwaak River

• Beaverbrook Art Gallery

• Magnetic Hill Zoo

• The Playhouse

• Odell Park & Botanical Gardens

• Gagnon Chocolate Museum

• TreeGo

• Kingswood Bowling &
Entertainment Center

• St. Andrews Boat tour

학교 수업중에는 영어교육에 집중으로
학생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며 영어읽기,
대화하기,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오후와 저녁에는 흥미진진한 과외
활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수업 전과정의
준비물 (연필, 바인더 등) 등록비, 점심과
간식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 Fundy National Park

• A professional basketball game or
Hockey game
• Sports Hall of Fame
• Northside & Southside Markets

• Tour of the New Brunswick
Legislative Assembly

홈스테이

등록 방법

학생들은 학교와 아주 가까운

1.

따뜻한 보살핌과 안전한 가정집에

2. ESL 캠프 수업료를 보내주세요.

거주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3. 수업료 납입 완료와 신청서에 관련된 확인이메일을 받으시게 됩니다.
4. 환불: 수업시작 30일전까지 관리 수수료 $200불을 제외한 환불이 가능하며
이후엔 환불이 되지 않는점 양해바랍니다.

778 MacLaren Ave. Fredericton NB CANADA
(506)458-9379 office@fcae.ca www.fcae.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