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Tory Camp
안전하고 교육 도시인 필리핀 바기오에서 여러분의 스토리 캠프가 시작 됩니다!!
스토리 캠프는 감동과 추억 그리고 행복이 함께 합니다!!

왜

바기오?
Baguio?

해발 1500미터 고산지대인 바기오는 필리핀 루존섬 복쪽에 위치하며 고산지대 입니다.
다른지역들과는 틀리게 일년내내 한국 초가을 날씨를 유지하며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왜 바기오지역에 한국교민들이 많이 거주할까요? 바로 안전하고 교육도시라는
타이틀 때문입니다.
바기오지역은 다른지역에 비해 많은 학교들이 밀집 되어 있고 필리핀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필리핀 여름 휴양지로 소나무가 많아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도시 입니다.

Story Camp in Baguio

왜

스토리캠프?

WHY?

. Junior Camp

바기오 스토리캠프는 기존에 다른 캠프들과는 달리 여러분들이 캠프 기간 동안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캠프입니다.
많은 스텝들과 매니저들의 철저한 관리 속에서 캠프 전에 스토리캠프 책이 모든 학생들에게 주어집니다. 빈 책을 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 갈 필리핀 바기오로 고고!! 학원 도착 후 스토리캠프 공책에
여러분의 추억과 모든이야기를 기록하며 영어 공부뿐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스토리 캠프가 끝날 때 쯤에는 한권의 책이 완성되며 매해 캠프에 참여하므로서 자신의 책이 여러권 만들어지며
자신만의 추억을 평생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위주? 엑티비티위주? 캠프와는 다른 저희 스토리캠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인성과 맞춤식 교육으로 한번의 캠프가 아닌 계속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번 스토리캠프를 통해 여러분의 추억을 간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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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명 : 스토리 캠프
대상 : 초등학생~중학교 2학년생 까지
인원 : 선착순 30명
기간 : 4주,6주,8주,12주 가능 ( 1월 1일 출국)
장소 : 필리핀 바기오
금액 : 4주 370만원(계약금 100만원, 잔금: 270만원)
6주 : 500만원, 8주 : 680만원, 12주 : 999만원 잔금은 출국 한달전에 완납
포함내역 : SSP, 연수비, 픽업비 왕복(클락-바기오,바기오-클락),
단체 엑티비티비, 수료증, 사진과 동영상이 담긴 USB, Story book 등.
불포함내역 : 개인용돈 ($100),
만15세미만 부모 비 동반 공증비(약3만원), 입국비($80), 항공료
준비서류 : 여권, 주민등록등본 영문 2통, 부모 미 동반 공증서류,부모님 여권사본,
만 12세이상 백신영문 증명서 2통 등.
은행정보 : 국민은행 윤홍석 750602-01-149689
문의 : 카카오톡 ID : edu0321
전화번호 : 070-8245-8116

스토리
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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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납부(최소 두달전) : 20만원 할인
.형제.자매 참여 : 10만원씩 할인

Junior Camp .

Story

프로그램

. 특징
스토리 프로그램은 시작과 동시에 책 한권을 가지고 캠프를 시작하며 용돈기입, 생활일기,
매일 단어시험 성적현황, 여행후기 등을 기록하여 자신만의 Story 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수업은1:1 수업 3시간과 그룹 3시간 그리고 영문학과 출신 미국인 선생님의 강의,
단어 시험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개별상담을 통해 정해진 클럽활동으로
체육, 음악, 댄스 등을 오전 수업 이후에 진행합니다.
그룹 담임제로 각 그룹에 활동 및 성적 심리상태 등을 파악하여 철저히 관리하며 매일 각 학생들
생활 사진 및 기타내용을 스토리 카페에 업로드 합니다.
한국에서 부모님들은 매일 아이들 소식과 생활 환경, 기타 소식등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 수업 방식
1:1 수업 – 실생활 영어와 스피킹에 자신감을 얻게 하는데 집중적으로 티칭을 하며 단 기간 내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게
반복 학습과 데일리 숙제 등으로 캠프 기간 동안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룹수업 – 소규모 그룹 수업으로 발표, 토의, 프레젠테이션 등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다른 학생들과 영어로 소통하여 시간이
지날 수록 학생들 대화 내용 및 영어스킬이 발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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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한 안전관리 및 엑티비티 활동
24시간 안전시스템가동( e에듀 어학원 학생들만 출입가능)
스토리 한국매니저들 담임제로 개별 관리 철저
바기오 주요 병원 5분내 거리
클락공항에서 부터 바기오, 바기오에서 클락, 모든 엑티비티 한국매니저들 동행
스토리 캠프 졸업때 모든 사진과 영상 제공
매주 안전을 우선으로 다양한 엑티비티 실행
매일 영어일기 작성하며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 Junior Camp

Story 전체 일정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주

인천공항 출발
오리엔테이션
,레벨테스트
개별상담

정규수업

수업 및클럽활동

정규수업

정규수업

번함 파크
(보트, 롤러장)

SM쇼핑몰 영화관람

3주

정규수업

수업 및클럽활동

정규수업

정규수업

존헤이
필리핀 사관학교
(짚라인,페인트볼)

4주

정규수업

수업 및클럽활동

정규수업

정규수업

바닷가1박2일

5주

정규수업

수업 및클럽활동

정규수업

졸업식,발표회

마닐라공항 출발

마사지 투어

* 8주 혹은 12주 캠프학생은 매주 다른 엑티비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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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일요일

Junior Camp .

Story 하루 일정(주니어)
수요일

08:00~09:00

기상후 운동, 아침식사 및 수업준비

기상후 운동, 아침식사 및 수업준비

09:00~09:50

1:1 수업

1:1 수업

10:00~10:50

1:1 수업

1:1 수업

11:00~11:50

1:1 수업

1:1 수업

12:00~12:5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13:50

그룹 수업

클럽활동

14:00~14:50

그룹수업

클럽활동

15:00~15:50

그룹 수업

클럽활동

16:00~16:50

자율학습

클럽활동

17:00~17:50

저녁식사

저녁식사

18:00~18:50

단어공부

단어공부

19:00~19:50

단어시험

단어시험

20:00~20:50

간식시간

간식시간

21:00~21:50

미국인 강의

미국인 강의

22:00~

스토리 북 작성 및 취침

스토리 북 작성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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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화요일,목요일,금요일

. Junior Camp

. 주말일정
스토리 캠프 주말 일정은 한국 원장, 부원장,
매니저들이 동행 하에 진행되며, 철저한
안전 관리와 사전 답사를 통해 안전한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종교활동
종교가 없는 학생들은 따로 한국인 매니저들과
함께 자유시간을 갖게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08:00~09:00

기상후 운동, 아침식사

기상후 운동, 아침식사

09:00~09:50

엑티비티

개인정비 혹은 종교활동

10:00~10:50

엑티비티

개인정비 혹은 종교활동

11:00~11:50

엑티비티

개인정비 혹은 종교활동

12:00~12:50

엑티비티

학원에서 식사 혹은 종교활동

13:00~13:50

엑티비티

엑티비티

14:00~14:50

엑티비티

엑티비티

15:00~15:50

엑티비티

엑티비티

16:00~16:50

학원일정 혹은 엑티비티

엑티비티

17:00~17:50

학원에서 저녁식사 혹은 엑티비티

학원에서 저녁식사

18:00~18:50

학원일정 혹은 엑티비티

학원 숙제 및 자율학습

19:00~19:50

학원일정 혹은 엑티비티

학원 숙제 및 자율학습

20:00~20:50

학원일정 혹은 엑티비티

간식시간

21:00~21:50

학원일정 혹은 엑티비티

학원 숙제 및 자율학습

22:00~

스토리 북 작성 후 취침

스토리 북 작성 후 취침

. 토요일 엑티비티 후 학원일정
영화시청 및 영어 소감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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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주말 일정

Junior Camp .

Story Camp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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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ior Camp

* 상황에 따라 엑티비티 일정과 장소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Story Camp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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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ior Camp

* 상황에 따라 엑티비티 일정과 장소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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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ory

Junior Cam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