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SUMMER CAMP

SKY EDUCATION

SKY Education은 캐나다의 깨끗하고 안전하며 교육적인 환경으로 학생들을 초대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배움은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SKY Education invites your child to Canada’s clean, safe, 
and educational environment where learning comes with joy!

Tel : +1 ) 778-387-9114
KakaoTalk : skyeducationinc
Email : info@skyeducation.ca
www.skyeducation.ca/summercam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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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에듀케이션은?

*  스카이 에듀케이션은 2017년에 설립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랭리에 위치한 교육기관입니다.

* 스카이 에듀케이션은 랭리, 써리, 아보츠포드, 칠리왁, 미션을 아우르는 프레이저 밸리 
지역에서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젊고 열정적인 스카이 에듀케이션의 
선생님들은 BC주 공인교사와 현지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C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선생님들의 수업으로 우리 학생들은 차별화된 캐나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지학생을 위한 봄, 여름, 겨울캠프를 운영한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  스카이 에듀케이션의 원장 및 BC주 공인교사들이 직접 캠프를 운영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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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스케줄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상위 스케줄에 표시된 시간은 하루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캠프 스케쥴
2023 SUMMER CAMP 
SKY EDUCATION

 SUN 07/16 MON 17 TUES 18 WED 19 THU 20 FRI 21 SAT 22

WEEK 1   한국출발,
밴쿠버도착 컬터스레이크 캠핑 3박 4일

WEEK 2 SUN 07/23 MON 24  TUES 25 WED 26 THU 27 FRI 28  SAT 29

9:00AM 
- 3:00PM

컬터스레이크
에서 랭리로 
돌아온 후 
홈스테이 

배정

                    

스카이  에듀케이션을 통한 캐나다 학교 체험

승마& 
포트랭리투어

3:00PM 
- 4:00PM

휴식 및 간식시간

4:00PM 
- 5:30PM

스카이 에듀케이션에서의 액티비티 (영화, 스포츠, 게임 등)
ZOOM으로 부모님과 영상통화

 5:30PM - 홈스테이로 이동

WEEK 3 SUN 07/30  MON 31  TUES 01 WED 02 THU 03 FRI 04  SAT 05

9:00AM 
- 3:00PM

홈스테이 
가족들과 

시간보내기

랭리시 캠프

PNE 놀이동산 
방문

3:00PM 
- 4:00PM

휴식 및 간식시간

4:00PM 
- 6:00PM 읽기 단어 비판적 사고 글쓰기

6:00PM
- 6:30PM

ZOOM으로 부모님과 영상통화

6:30PM - 홈스테이로 이동

WEEK 4 SUN 08/06 MON 07 TUES 08 WED 09 THU 10  FRI 11  SAT 12

9:00AM 
- 3:00PM

홈스테이 
가족들과 

시간보내기

랭리시 캠프

밴쿠버시 & 
그랜빌

 아일랜드 
투어

3:00PM
- 4:00PM

휴식 및 간식시간

4:00PM 
- 6:00PM 읽기 +이해력 롤플레잉 학문적 글쓰기 롤플레잉

6:00PM
- 6:30PM

ZOOM으로 부모님과 영상통화

6:30PM - 홈스테이로 이동

WEEK 5   SUN 08/13 MON 14 TUES 15 WED 16 THU 17  FRI 18 SAT 19
홈스테이 
가족들과 

시간보내기
쇼핑& 작별

파티
한국으로

출발

노벨 스터디

셰익스피어 (맥베스,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PAGE 03



컬터스 레이크 (3박 4일)
BC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BC주 칠리왁
시의 컬터스 레이크는 깨끗한 호수와 숲
에 둘러 쌓여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재미있
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유명지역입니다.	
캠핑장에서는 아이들이 수영,	카누,	패들
보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캐나다 자연환
경에서 캠핑을 체험할수 있습니다.	아이
들에게는 성별이 구분된 텐트가 제공되
며 한국식 바베큐,	캠프 파이어 등 맛있
는 식사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차적응도 하면서	
캠프 선생님들과 캐나다 문화 체험 할수
있습니다.	

03.
활동 개요

2023 SUMMER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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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에듀케이션의 맞춤형 집중 BC 캐나다 교육과정 중심 수업

스카이 에듀케이션은	200명의 학생들과	18명의	인증된 BC주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
으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현지 또는 유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카이 에듀케이션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캐나다 교육의 높은 이해도를 가진	BC주 공
인교사에 의해 진행되어 매우	집중적이고	목표 지향적입니다.	여름 캠프는 학생들에
게 비판적 생각과 분석을 통해 학문적인 영어의 작문,	읽기,	문법,	단어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캐나다 선생님들과 수업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합니다.	수준 높은 
교육과정과	BC주 공인교사들이 스카이 에듀케이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2023 SUMMER CAMP 
SK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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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에듀케이션 캐나다 학교 체험
스카이 에듀케이션 공인교사들과 캐나다	
학교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BC	
주 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는 학교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재미있고 교육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필수이자 핵심적인	언어 예술, 
수학(영어 단어 문제 중심), 과학, 사회, 
독서, 체육을 일주일 동안 공부하며 아이들
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
용을 경험합니다.	아이들은 현지 학생들과	
함께 캐나다 교육 환경을 체험하며 프로그
램을 통해 아이들이 캐나다에서 사용할 회
화를 익히고 자신감과 실력을 길러줍니다.

랭리시 주간 캠프에서는 자녀분들이 캐나
다	현지 아이들과 활동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아이들은 크래프트,	스포츠,	
현장 학습,	테마 데이,	어드벤쳐,	과학,	요
리 등과 같은 다양한 재미있는 활동을 통
해	영어회화 실력이 향상되며 자연스럽게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것입니다.

랭리시 주간 캠프

스카이에듀케이션은 랭리 교육청과 업무 협약 관계에 있습니다.

2023 SUMMER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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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홈스테이 신청 가정의 방문 및 현장인터뷰03.
통합 인터뷰04.

홈스테이 개요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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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원어민 가정 홈스테이에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영어실력을 늘리며 캐나다 문화를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 에듀케이션은 자격을 갖춘 안전한 홈스테이 가정을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다음
과 같은 철저한 과정을 거쳐 선정됩니다.

까다로운 홈스테이 심사를 통과한 엄선된 곳에서 학생들의 안정된 캐나다 생활이 진행되게 됩니다.	
정기적인 홈스테이 방문 및 체크를 통해 학생들의 원활한 생활 적응도 함께 지원합니다.

서류 접수 및 심사

가정 내 구성원의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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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비용

날짜 2023년 7월 19일 - 2023년 8월 15일

모집대상 9세 - 16세

오리엔테이션 날짜 및 장소 미정

숙박 및 관리 캐나다인 홈스테이와 가디언쉽

모집대상 780만원 (항공권 불포함)

	반환 불가 계약금 등록시 200만원

전액납부 2023년 4월 30일 까지

포함내역 스카이에듀케이션 프로그램 & 교재비, 홈스테이, 가디언쉽, 
식사 및 간식, 액티비티, 교통비, SKY 티셔츠

비포함내역 항공료, *eTA, 여행자 보험, 용돈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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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 란?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으로 전자 여행 허가(eTA)는 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이 캐나다에 비행기로 입국하는 
데 필요한 요건입니다. eTA는 여행자의 여권에 전자적으로 연계됩니다. 최장 5년 또는 여권 만기일 중 더 짧은 시한까지 유효합니다. 
새 여권을 받으시면, 새 eTA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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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 안내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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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종로유학원 전화상담

1577-6978

2단계 캠프 신청서 작성

3단계
항공권 확인시 계약금 200만원	입금, 나머지 잔금은 납부 기한 내에 입금

       입금계좌 : 입금 정보는 추후 상담 중에 제공됩니다

4단계

      스카이에듀케이션 이사와 교장이 진행하는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 참석 

      1. 캐나다 입국을 위한 서류 및 요건

      2. 캐나다 에티켓

      3. 챙겨야 할 것 목록

      4. SKY 티셔츠 제공

      5. 질의 응답

5단계 스카이 에듀케이션 담당자와 함께 한국에서 출발 (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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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Beautiful Canadian life with SKY Education

SKY Education invites your child to Canada’s clean, safe, and educational 

environment where learning comes with joy!

CONTACT US

Tel : +1 ) 778-387-9114
KakaoTalk : skyeducationinc
Email : info@skyeducation.ca
www.skyeducation.ca/summercamp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