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
캠프
2022년 6월 27 - 9월 2일
시간표 예시

9:00am - 11:30am

SHAFSTON

화요일

1:45pm - 2:45pm

영어 수업

수요일

문법

어휘

읽고 이해하기

동사 시제 - 과거형

동물

바다 사자 이야기

11:30am -12:00pm

12:00pm - 1:30pm

목요일
작문
내가 원하는 것

종일 활동
(4시간)
교외 또는 교내

점심 시간

발음

아트 및 크래프트

금요일

말하기

어휘 그리고 듣기

호주 동물

멸종위기 동물

스포츠

영화 및 게임

듣기 그리고 말하기
동물원

아트 및 크래프트

스포츠

총 10주 과정

샵스톤 인터내셔널 컬리지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 듣기, 말하기, 독해, 그리고 작문 뿐만 아니라,
팀 협력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반 학생들과의 협동 그리고
리더쉽도 익히게 됩니다.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과 교직원들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와 호주 문화를 배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 20 + 5 시간 수업
20시간 영어 수업 (금요일 종일 활동 포함) 및 5 시간 방과 후 액티비티 수업

금요일 종일 활동
브리즈번 시티 투어, 주립 박물관 견학, 론파인 동물원 견학, 아이스 스케이팅,
보타닉 가든 견학, Street Science, Bounce Inc. 등등

최소 지원 주수: 2주
2022년 6월 27일 부터 9월 2일 기간 중 희망하는 월요일에 시작 가능

비용
지원비: $260
학비: $380/주
교재비: $100 (주교재, 온라인 교재 및 유니폼 포함)
홈스테이 (독방 및 3식/일)
- 연령: 만 12 - 15세
- 배정비: $260
- 비용: $340/주
주니어 캠프 학생 보호자를 위한 스페셜 프로모션 **
- 학비: $250/주 (성인 영어 과정 등록 시)
- 지원비: 면제
** 조건
- 보호자가 직계 가족인 경우
- 학생 1명당 보호자 1명 지원 가능
- 총 등록 주수는 주니어 캠프 등록 주수를 초과 할 수 없음
- 교재비 별도

연령별 반배정
주니어 클라스: 만 8-11 세

월요일

시니어 클라스: 만 11-15세

주니어 캠프 프로그램이 최소 참가 연령은 만 8세이며,
만 8세 부터 11세 학생들은 등하교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 해야 함.
만 7세 아동은 주니어 캠프를 함께 등록하는 만 8세 이상의 형제 또는 자매가
있는 경우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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