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을 만들자! 친구도 사귀자! 확실히 향상되는 영어실력!

HELLO CAPE BRETON

SUMMER ADVENTURE CAMP

2023년8월7일 9월1일

$3,800

(수업료, 교재비, 홈스테이 및 교통비 포함 금액)

여름 ESL 캠프
영어 실력도 향상하면서, 친구도 만들고, 야외 활동도 하고 싶다면 HELLO CAPE BRETON SUMMER ADVENTURE CAMP
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숙련된 ESL교사와의 영어 습득환경과 재밌고 즐거운 야외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로 아카데미는 명성있는 캠브릿지 인터체인지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ESL을 운영합니다. 참가자들은 초기 영어
레벨테스트를 기반으로 소수 정예반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2022년 여름 ESL캠프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봇 트레일 (Cabot Trail)을 비롯한 현지 관광지 투어 및 고래 관찰,
하이킹, 수영, 캠핑, 카약 타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 현지 학생들도 함께 하는 야외활동도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Munro Academy Northside Campus

info@munroacademy.org

2 School Street, Sydney Mines

www.munroacademy.org

Nova Scotia B1V 1R3 CANADA

(902) 241-5090

HELLO CAPE BRETON

SUMMER ADVENTURE CAMP
영어 향상을 약속합니다!

5 경이로운 자연의 어드벤처
5 숨막히게 아름다운 풍경을 경험합니다 – 케이프
브레튼은 2011년 Travel and Leisure 매거진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고의 섬 여행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5 소수 정예 클래스로 영어 학습 환경
5 매우 친절하고 재미있는 스탭들
5 현지 및 국제학생의 교류

HELLO CAPE BRETON SUMMER ADVENTURE CAMP SCHEDULE*
DATE

9 AM - 12 PM

Lunch

Aug 6 & 7
(Sun. & Mon.)

1 - 4:00 PM

Evening

Students arrive

Aug 8 (Tues.)

All students to be at MA at
1:00 PM for Orientation &
first event - Biking to Balls
Creek / Playing in creek

Evening - Welcome BBQ

Aug 9 (Wed.)

ESL Classes - Assessing students’
English proficiency in order to establish
appropriate placement in ESL classes

Lunch

Downtown Sydney Big Fiddle, boardwalk, CB
Centre for Craft and Design

Host Family

Aug 10 (Thu.)

ESL Classes

Lunch

Two Rivers Wildlife Park

Host Family – home movie night

Aug 11 (Fri.)

ESL Classes

Lunch

Beach (Mira Gut)

Host Family – and group hang-out

주중 일정

Aug 12 (Sat.)

Host Family - Canadian Activities - Games, Movies, Shopping, Local points of interest

아침
아침 ESL 수업은 Munro Academy 교실에서 이루어
집니다. 숙련된 ESL 교사가 영어 실력에 맞게 캠브릿지
대학출판사의 인터체인지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하고 게임
및 소통을 통한 영어 향상을 도모합니다.

Aug 13 (Sun.)

Host Family - Canadian Activities

오후
오후 액티비티는 해변에서 수영, 카약 타기, 하이킹 등
다양한 재미있는 야외 활동이 포함됩니다.
저녁 및 주말
캠프 참가자들은 홈스테이 패밀리와 외출 및 여러 활동에
부담없이 합류가 가능합니다. 현지에는 쇼핑센터, 영화관,
공연장, 레스토랑, 공원, 동물원, 수상 레저 등이 있습니다.

먼로 아카데미 홈스테이
캠프 참가자들은 홈스테이 패밀리의 일원으로 지내게
됩니다. 홈스테이 패밀리는 학생에게 개인 침실과 1일 3식,
그리고 먼로 아카데미까지의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말에는 홈스테이 가족들과의 야외 활동과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Aug 14 (Mon.)

Aug 15 (Tue.)

ESL Classes Gaining proficiency in English speaking,
comprehension, pronunciation, writing,
reading, vocabulary

Lunch

Mayflower Mall

Host Family – free evening

Fortress of Louisbourg
18th Century Overnight Camping

ESL Classes

Lunch

Lighthouse Trail

Lunch

ESL Classes

Host Family – and group hang-out

Aug 17 (Thu.)

ESL Classes

Lunch

Artist’s Studio

Host Family

Aug 18 (Fri.)

ESL Classes

Lunch

Beach (Ingonish)

Host Family

Aug 16 (Wed.)

Aug 19 (Sat.)

Host Family - Canadian Activities - Games, Movies, Shopping, Local points of interest

Aug 20 (Sun.)

Host Family - Canadian Activities

Aug 21 (Mon.)

ESL Classes

Aug 22 (Tue.)

Lunch

Horseback riding

Host Family – group fire pit hang-out

Aug 24 (Thu.)

ESL Classes

Lunch

Biking / Playground /
Ice cream

Host Family

Aug 25 (Fri.)

ESL Classes - Gaining proficiency in
English speaking, comprehension,
pronunciation, writing, reading,
vocabulary

Lunch

Kayaking, kite flying,
catching crabs, etc.

Host Family Canadian Activities Games, Movies,
Shopping, Local points of interest

Aug 26 (Sat.)

Host Family - Canadian Activities Games, Movies, Shopping, Local points of interest

Aug 28 (Mon.)

Baddeck - Bell Museum

Lunch

Amoeba Sailing tour

Host Family

Aug 29 (Tue.)

ESL Classes

Lunch

Beach (Mira Gut)

Host Family – game night

Aug 30 (Wed.)

ESL Classes

Lunch

Favourite Activity

Host Family – group fire pit hang-out

ESL Classes Follow-up assessment and
readying of diplomas

Lunch

Berry picking / Baking

Graduation and Program
Diploma Ceremony

Sep 1 (Fri.)

• 영어 실력 향상
• 캐나다 문화 체험
• 다양한 문화 체험 및 야외 활동을 통한 인격성장
팀
• Mrs. Janet Pinno (재닛 피노) – 국제학생 총괄 및 ESL 강사
• 레크레이션 코디네이터

안전 대책
• 응급처치 훈련을 받은 스탭들
• 모든 야외 활동 가이드 및 도구는 법적으로 정부에서 인증한
도구 사용
• 비율: 최소 성인과 학생 비율 1:8
• 공인 인솔자 및 도우미

Host Family - Canadian Activities

Aug 27 (Sun.)

Aug 31 (Thu.)

목적
• ESL 캠프 참가자가 캐나다의 여름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추가 ESL 강사들과 레크레이션 어시스턴트 스탭들

Cabot Trail - Tubing down the Margaree River, hiking Skyline Trail,
artisan shops and souvenirs, seafood feasts, whale watching

Aug 23 (Wed.)

요약

Departure - Sydney Airport

* 일정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날씨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먼로 아카데미로 오시려면
캠프 참가자는 토론토 또는 몬트리올을 경유하여 노바스코샤로
옵니다. 캠프 참가자는 시드니의 J.A.DOUGLAS MCCURDY
공항에서 픽업 후 홈스테이 목적지까지 차로 이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