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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국제 영어 프로그램
이번 여름 캠프는 7 월 3 일부터 8 월 4 일까지 운영됩니다
• 캐나다의 아름다운 수도 오타와에 위치
• 칼튼대학교(Carleton University)의 현대적인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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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Destination Canada는 오타와에
있는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칼턴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오타와는 캐나다의
수도로 온타리오주의 남서에 위치해
있으며 몬트리올에서 2시간, 토론토에서 4
시간 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

1980년부터 Destination Canada는 전 세계
학생들에게 비할 데 없는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경험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저희 여름 언어
캠프의 주 목적은 안정적이고 편안한 장소에서
교육과 놀이, 그리고 여행을 결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교육 프로그램은
교실과 일반 사회 환경들을 통해 영어 회화와
영어 글쓰기를 발달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격
프로그램

가격

2주

$3,120

3주

$4,395

4주

$5,450

토론토/나이아가라 여행

$495

토론토, 몬트리올, 나이아가라 폭포 와 오타와를
주말 어드벤처 여행
$200
방문하는 것을 포함하는 주말여행들은
참가자들의 캐나다와 캐나다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함과 저희 대학의 잘 훈련 받은 직원들의 자질, 잘 만들어진 교육과정, 그리고 광범위한 활동
프로그램들은 지식을 강화시키고 우정을 싹트게 해주며 평생 남을 만한 좋은 기억들을 남겨줍니다.
모든 수업과 활동들은 철저하게 교육 받고 영어 교육에 무수한 경험을 가진 전문 자격이 있는 캐나다인
선생님들이 가르칩니다.
수업과 활동들은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됩니다. 이런 다문화 학습환경은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금방 영어가 그들의 급우, 친구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공통언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영어는 캠퍼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된 언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듣는 학생들은 자신감, 개인적 성장, 그리고 다른 풍습과 문화들에 대한 지식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경험을 할 것 입니다. 비록 학생들은 24시간 내내 감독하에 있지만 이러한 국제 경험은 안전하고
보안되고 친근한 환경 속에서 그들을 성숙하게 해줄 것이며, 그들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KATRINE DIGE OUESEN, DINAMARCA
이 캠프의 최고 장점은 학생들의 다양함입니다. 학생들은 모두 전 세계에서
모이며 이는 서로의 생활, 문화방식을 배우기에 아주 좋습니다. 저 또한
캐나다와 캐나다의 풍습과 전통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DESTINATION CANADA에서 확실히 제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항상 영어를 말하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우리의 영어 기량을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향상시키도록 해줍니다. 토론토와 나이아가라 폭포
여행은 놀라웠습니다

프로그램 포함 사항
• 주 5일 5시간의 격식 있는 영어 수업
• 칼턴대학교 구내식당에서의 매일 삼시
세끼의 식사
• 매일 밤 조직적이고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활동들
• 매일, 24시간 Destination Canada 직원
하에서의 관리, 감독
• 매주 주말 준비된 교육과 문화 여행
• 몬트리올, 토론토, 나이아가라 폭포
주말여행
• 공항 픽업을 포함하는 캐나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통비용
• 프로그램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
당 $100,000 캐나다 달러의 의료보험
비용
프로그램 불 포함 사항
• 캐나다 왕복 비행기표
• 빨래, 전화카드, 기념품 구입 등과 같은
개인적인 비용
• 추가적인 캠퍼스 외 활동
참가연령
• 이 프로그램은 8살에서 9살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프로그램 기간과 날짜
• 학생들은 3주 또는 4주 프로그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14일간의 골프 아카데미 선택이
가능합니다.
• 이번 여름 캠프는 7 월 3 일부터 8 월 4
일까지 운영됩니다..
• 3주, 4주 프로그램은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식사와 숙소
• 학생들의 숙소는 칼턴대학교의
현대적인 기숙사입니다.
• 모든 식사는 칼턴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식사는 무제한의 뷔페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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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포는 아름다웠고 그 모든 여행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덴마크에 있는 모든 제 가족과 친구들에게
DESTINATION CANADA를 적극 추천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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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001-613-298-6180 | INFO@DESTINATION-CANADA.CA
MAILING ADDRESS: BOX 4805, STATION E, OTTAWA, ONTARIO, K1S 5H9, CANA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