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배웁시다

손님으로 왔다가 가족이 되어 돌아갑니다.

영어 학습을 위해서 따뜻하게 언제나 돌봐주는
환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처럼 돌봐 드리고 영어력이 개화할 수 있도록
영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유학생 가족 프로그램
각국의 유학생 가족을 환영 합니다!
Munro Academy의 유학생
가족 프로그램은 부모님이
함께 자연이 풍성한 아름다운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주 케이프
브리튼섬에서 자녀들과 함께
영어로 생활하는 프로그램에
참가 하실 수 있습니다.

노바스코시아주 케이프 브리튼도

Munro Academy 는?
Munro Academy는 종교나
신앙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
기독교 교입니다. 본교의 교사들은
가톨릭으로 부터 다양한 교파의
개신교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본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지적 정신적 그리고 감성적 또는
사회성을 가지고 세계 4대륙을
무대로 활약하는 인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교 졸업생들은 각자의
환경에서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크게 활약 하고 있습니다.

Munro Academy에서는
ESL서포트를 받을수
있습니까?

북미에서 제일 인기 있는 관광섬 중 하나!

소그룹으로 나누어 ESL교사의
숙제나 학습의 서포트를 받습니다.
영어 학습자에게 맞는 수준별
수업도 가능합니다.

Munro Academy 에서의 학습 이점
99학생대 교사의 비율: 9:1
99영어 학습 환경: 유학생6% 현지 학생
94%(2018년-19년 현재)

유학생 가족 플랜의 내역은?

99세심한 가족 케어: Munro Academy
요금:
의 가족들인 현지인들이 주거문제나
지역환경에 있어서의 제반 문제 해결을
숙박비 - $1500 CAD
도와드립니다.
도착 전 부터 집 구하기, 차량구매
및 렌터카, 보험, 생활용품알아보기,
99유학생 가족과 홈스테이가족은
공항까지 픽업 포함.
정기적으로 함께 모입니다: 식사, 게임,
파티등, 새로운 커뮤니티와의 교류,
등록금:
새로운 우정, 장기적 우호관계를 맺을 수
학생1인당 - $100 CAD
있습니다.
수업료:
99실제 체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
1명 - $14,450 CAD (연간 수업료)
학생들은 캐나다의 현장 방문을 통한
2명부터 - $8,670 CAD (40% 할인)
교외 학습이나 스포츠, 아트프로그램등
여러가지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99환경 관리 저희들은 환경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희들은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책임자로서 함께
해결하며 개선해 나갑니다.

Munro Academy의 유학생에게
영어학습 뿐 아니라 전과목의
학습을 전체적으로 서포트
합니다.유학생은 매일 1:1 또는

노바스코시아주 케이프 브리튼섬은?
케이프 브리튼섬에 사는 가족들은 스키, 스노보드, 야생공원, 하이킹, 수영, 해변, 고래견학, 보트, 레이저태그, 버철
리어리티 스튜디오, 도서관, 쇼핑, 다양한 각국의 식당이나 식재료 슈퍼, 모든 장르의 음악 콘서트, 영화관, 극장 등은
물론 댄스나 미술, 크래프트, 마샬아츠, 스케이트, 음악, 연극 레슨등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물론 부모님에게도
다양한 많은 기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케이프 브리튼섬은 2011년도에 「북미에서 제일 인기있는 관광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Travel and Leisure Magazine)
지식, 산업, 문화의 중심인 케이프 브리튼섬, 시드니는 케이프 브리튼 대학의 소재지이며, J.A.더글러스 막칼디
공항과 메이플라워 쇼핑몰이 있습니다. Munro Academy의 초등학교는 볼스 크릭에 위치하며 시드니에서 차로 8
분 걸립니다. 역방면의 노스 시드니에서도 8분이면 도착합니다. 4에이커의 넓이의 캠퍼스에서는 대서양을 조망하며
크루즈의 입출항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에는
MUNRO
MIDDLE/HIGH SCHOOL
ELEMENTARY SCHOOL
교정에서 사슴이 돌아다니는
ACADEMY
Northside Campus
Balls Creek Campus
모습이나 독수리가 나무 위를 나는
2 School Street
167 Campbell Road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공기는
Sydney Mines, Nova Scotia
Balls Creek, Nova Scotia
B1V 1R3 CANADA
맑고 바다내음이 풍깁니다.
B2A 4L6 CANADA
T (902) 270-7771
F (902) 270-7772
E info@munroacademy.org
W www.munroacademy.org

T (902)241-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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