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 겨울

ESL 캠프
겨울 캠프

여름 캠프

날짜:
2021년1월4일 ~ 2월26일

날짜:
2021년7월5일 ~ 8월27일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FCA
의 여름, 겨울 ESL 캠프를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오전의 ESL 수업에서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수업이 진행됩니다. 오후&저녁&주말에는 캐나다
문화체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 *:
주당 950달러

참가비 *:
주당 950달러

본 캠프를 수료한 학생들은 ‘FCA ESL 수료증’을 수여
받습니다.

자유로운 참여 – 참가희망 날짜와
기간을 선택하여 2주에서 8주동안
캠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참여 – 참가희망 날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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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에는 수업료, 활동비, 홈스테이비용이 포함됩니다.

“FCA의 여름캠프는 정말 굉장했습니다. 제가 참여한 활동들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정말로 재능 있고 배려심이 있었습니다.
프레더릭턴의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으며, 여기에 사는 동안 저는 너무
편안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영어 실력도 늘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Archer Chen, ESL캠프 홍콩인 학생

일상 프로그램

모든 수업은 본교에서 진행됩니다.
아침수업은 4시간동안 진행되며, 독서,
회화 및 작문에 대한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인적인 지도를 받습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
및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업의 준비물(바인더, 펜, 연필 등)
은 프로그램 등록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양가 있는 점심식사와 간식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행사/활동
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다양한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부 행사 및 활동은 날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Beaverbrook 미술관
• 클레이 카페
• 스캐빈져 사냥
• Science East 박물관
• 플레이 하우스
• Gagnon 초콜릿 박물관
• 킹스우드 볼링&엔터테인먼트 센터
• 킹스랜딩역사 터젼
• 매직 마운틴
• 나시왁강에서 튜브타기
• 마그네틱힐 동물원
• 트리고(짚라인)
• 세인트 앤드류스 보트 투어
• 펀디 국립 공원
• 스키
• 더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원방법
홈스테이 배정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까운 안전한
홈스테이 가정에 배정됩니다.

1.

지원신청서 작성

2. ESL 캠프 참가비 지불
3. 지원이 완료되면 이메일로 확인 메일이 전송됩니다.
환불정책: 프로그램 시작 30일전까지 환불을 요청하시는 경우 등록수수료
$500을 제외한 후 환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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