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JCA 만의 차별화된 관리형 영어교육 (4 주/ 6 주/ 8 주)
등 록

레벨테스트

현지연수

연수 전 온라인 화상영어 수업

연수 후 온라인 화상영어 수업

현지 연수 전/ 연수 후 지속적인 온라인 화상영어 수업은 학습자에게 영어노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JCA 몰입형 단기 영어캠프(4주/6주/8주)
JCA의 영어캠프는 엄격한 학업 및 생활 규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영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고의 학
습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대 일일 480분의 수업 시간을 운
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아침/저녁에 추가 수업을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영어를
학습하는 것 외에도 주말에는 각종 액티비티 활동을 통해 필리핀을 몸소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갖게 됩
니다.
JCA 영어캠프의 특징
Point 1. 본원에서 차출된 강사진
단기 영어캠프는 JCA마카티 본원과 각 캠퍼스에서 진행되며, 각 캠퍼스에는 마카티 본원에서 차출된
선생님으로 구성되어 본원에서 자랑하는 수준 높은 튜터를 여타 다른 캠퍼스에도 경험할 수 있습니
다.
Point 2. 엄격한 학사관리
각 캠퍼스에는 EOP(English Only Policy)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숙사 또한 전체가 English Zone으로
각 유닛별 필리핀 영어 선생님이 상주하여 전방위적인 영어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
퍼스 내에 구성된 영어 수업시간 외에도 추가로 저녁에도 수업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영어 실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Point 3.JCA PROGRAM 을 통한 취약스킬 분석, 강화
JCA PROGRAM은 첫날 입교시험 결과를 통한 시험관의 평가를 통해 취약한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맞춤식 1:1 추가 수업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 보충이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되며 4
가지 모듈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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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영어캠프 기본일과(4주/6주/8주)
Weekdays

Saturday

Sunday

07:00~07:30

Morning Exercise

07:30~08:30

Breakfast

Morning Exercise

08:30~09:00

Vocabulary Review/Test

Breakfast

09:00~09:50

1:1 Grammar

10:00~10:50

1:1 Vocabulary

11:00~11:50

1:4 Reading and Communication

12:00~13:00

1:4 Speech Communication

13:00~13:50

Lunch Break

14:00~14:50

1:1 Writing

15:00~15:50

1:1 Writing Editing

16:00~16:50
17:00~17:50

Sports Activities
(Golf, Swimming, etc.)

17:50~19:00
19:00~20:00
20:00~21:00

Morning Exercise
Breakfast

All day Field Trip

Movie Theater
*Church Service
(Upon Request)

Splash Island
Mall of Asia
Tagatay
Batangas Beach
Enchanted Kingdom
Scuba Diving (Upon
Request)
Intramuros

Team Sports/Team
building games

Dinner Break

Dinner Break

Birthday Party

Course Preview
(English/Mathematics)

Book Keeping

Student of the Week

Individual Counseling

Letters to Parents/Friends

21:00~21:30

Diary Writing w/ Snack

21:40~22:00

Roll Call/Hygiene Check

Lunch Break

Sleep
- 주말 Activity 일정

Field Trip
Schedule

1st Weekend

Splash Island

2nd Weekend

Mall of Asia

3rd Weekend

Tagaytay

4th Weekend

Batangas Beach (2 days and 1 night)

5th Weekend

Enchanted Kingdom

6th Weekend

Scuba Diving

7th Weekend

Intramuros

※ 상기 스케쥴은 현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원 및 숙소에서 자율 학습 지도와 생활지도를 병행합

니다.
► 학습자의 생활 전반이 ESL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숙소 배정 시 학습자 3명 또는 4명 당 1

명의 강사가 함께 배정됩니다.
► 한국인 담당 선생님이 24시간 상주하며 함께 생활합니다.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이동은 학원차량을 이용합니다.
► 아이들의 사진은 매주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 됩니다.
► 아이들의 시험성적은 매주 토요일 부모님의 이메일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 조기등록 프로모션
일정별 등록금할인

4주

6주

8주

12주

445만원

568만원

690만원

890만원

1차 등록

9월1일 ~ 10월15일

350만원

460만원

570만원

750만원

2차 등록

10월16일 ~ 11월15일

380만원

490만원

600만원

780만원

3차 등록

11월 16일 ~ 캠프시작 2주 전

400만원

510만원

620만원

800만원

항공료, 보험료, SSP, 비자, 공증, 수업교재,

포함내역

수업료(선행학습수업포함), 숙식비, 각종 엑티비티 비용

불포함내역

기타개인비용

$100

$150

$200

$300

4주

6주

8주

12주

365만원

448만원

530만원

650만원

※ 알뜰캠프 프로모션
일정별 등록금할인

1차 등록

9월1일 ~ 10월15일

270만원

340만원

410만원

510만원

2차 등록

10월16일 ~ 11월15일

300만원

370만원

440만원

540만원

3차 등록

11월 16일 ~ 캠프시작 2주 전

320만원

390만원

460만원

560만원

포함내역

항공료, 보험료, SSP, 비자, 공증, 영어교재, 수업료(선행학습수업포함), 숙식비,

불포함내역

기타개인비용

$100

$150

$200

$300

► 상기 일정표 중 본원일정(9 시~6 시) 포함 / 홈스테이 생활
► 4 시~6 시 일정은 스포츠엑티비티 일정 대신 코스프리뷰 일정으로 대체

※ 기타할인 :
► 재참가 할인 10 만원
► 지인 동반 할인 10 만원

(중복할인 불가)
※ 기본일정
4주 일정
1차 :

6주 일정

8주 일정

12주 일정

1차 :

2017 년 12 월 25 일 -

2017 년 12 월 25 일 -

2018년 1월 19일
2차 :

2018년 2월 2일

2017 년 12 월 25 일 -

개별문의

2018년 2월 16일

2차 :

2018 년 1 월 8 일 2018년 2월 2일

2018 년 1 월 8 일 2018년 2월 16일

3차 :
2018 년 1 월 22 일 2018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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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CA 만의 차별화된 온라인 화상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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