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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ST. GEORGE’S

St. George’s School
Committed to Excellence

St. George’s School의 교육이념은 배움의 열정, 삶의 즐거움 그리고 건강한 신체·순수한 마음·영혼의
성장입니다. 본교의 교육목표는 참신한 도전 정신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의 육성입니다. St. George는 1930
년에 남자 학교로 출발한 전통의 명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밴쿠버 현지의 남, 여학생들은 물론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들이 본교의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름 프로그램은 Day Camp프로그램과 기숙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Senior Campus(최신 기술의 현대식 건물)와 Junior Campus(아름다운 전통유럽풍
벽돌 건물)의 2개의 캠퍼스에서 진행 됩니다.

THE PROGRAM

THE CURRICULUM

SUMMER BOARDING PROGRAM
특별하고 흥미로운 캐나다 체험

THE CANADIAN ENGLISH EXPERIENCE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을 제공

St. George의 여름 기숙사 프로그램은 단순한
영어 교육을 넘어 캐나다 현지생활과 학습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영어 수업과 선택 집중 학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저녁 취미 활동과 관광도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캠프기간 동안 캐나다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이 학생들과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Course options:

여름 기숙사 프로그램은 흥미롭고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 영어 수업: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영어 수업에 참여하고, 이후,
개인 과외, 문화 활동 등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녁 활동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이
주어집니다. 주말에는 밴쿠버 유명 관광지를 여행하게 됩니다.
• 선택 집중 학습: 영어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다양한 Day Camp 과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습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 분까지 입니다.
선택과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
summeratstgeorges.ca)
• 영어 속성반 & 사회과목 준비반: 캐나다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매일 한 시간의 숙제가 주어지는
프로그램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숙사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은 특별한 저녁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됩니다. 저녁
프로그램은 테니스, Robotics(로봇 만들기), 베이킹(과자, 빵 굽기), 사진촬영, 캐나다
원주민 미술 등 다양한 활동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밴쿠버의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캐나다의 야외 활동 등을 체험합니다.

IN THE CLASSROOM
철저한 개인 관리
영어 수업은 소그룹으로 진행되며, 실생활 위주의 말하기와 듣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공인한 능력
있는 선생님들로 구성된 교사진이 다양한 수준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St. George의 영어 수업을 통해 쓰기, 말하기, 듣기,
철자법, 발음, 문법에 대해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선택 집중 수업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며, Day Camp를 통해 유학생들은 현지 밴쿠버 학생들과
다양하고 흥미로운 현지의 문화와 활동 등을 체험 할 수 있습니다.

THE STUDENT RESIDENCES

HARKER HALL OR TOTEM RESIDENCE |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St. George의 기숙사인 Harker Hall은 Junior School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24시간 사감선생님이 상주하는 감독제로
운영됩니다. 학생들의 응급상황을 대비해 의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음식을 비롯 다양한 나라의
음식이 제공됩니다.
학생들은 2인실 혹은 3인실에서 다른나라 학생들과 함께 방을 사용하며,
각 방에는 책상과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Harker Hall 라운지는
2009년에 리모델링 하여 학생들이 밴쿠버 현지 TV 와 영화를 관람 할 수
있으며, 탁구 및 다양한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Harker Hall이 만실일 경우 일부 학생들은 Totem Residence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Totem Residence는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에 위치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쾌적한 거주공간 입니다. Totem
Residence 역시 St. George 의 교직원들이 24시간 감독합니다. Totem
Residence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수업, 식사 및 진료는 St. George에서
받게 됩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동안 세탁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며, 전화와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THE FACILITIES

THE HIGHLIGHTS

첨단 설비와 쾌적한 학업 환경

모든 생활과 학습 조건을 겸비한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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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식당 (2개)
현대식 교실
도서관 (2개)
극장
의료실
수영장 (25 미터)
체육관 (4개)
잔디 구장 (5개)
테니스 코트 (4개)
실외 농구장 (8개)
컴퓨터실 (5개)

Total Package 프로그램
공항 서비스 (도착시, 귀국시)
공인된 자격과 오랜 경험의 교사진과 교직원
소그룹 수업
캐나다 BC 주가 공인한 사립학교
최신 시설
통합적인 언어와 문화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집중 선택과목
1일 소풍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 활동
저녁 프로그램
입소식, 퇴소식
수료증, 단체 사진 및 학교 티셔츠 제공

Vancouver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밴쿠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곳 입니다. 여름의
기후는 건기에 해당되어 맑고 깨끗한 하늘을
항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위도 지방이기
때문에 15시간 이상의 낮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밴쿠버 주변의 산, 해변가, 호수와
공원은 자연을 즐기고 배우는데 매우 적합
합니다. St. George가 위치한 Dunbar
지역은 매우 안전하고 쾌적한 곳입니다.
본교는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에서 10분 거리에 있으며, 밴쿠버 다운
타운과 밴쿠버 국제공항으로 부터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빅토리아, 휘슬러
및 부근 유명 관광지를 하루 여행코스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THE SCHEDULE
Typical Weekday Schedule / 주중 일정

Typical Weekend Schedule / 주말 일정

• 8:00 am ------ 아침식사

•9:00 am - -----

아침식사

• 9:00 am ------ 영어 수업 / 집중 수업

•10:30 am-5:30 pm

현지 관광 (휘슬러, 보웬섬 등)

• 12:00 pm ----- 점심식사

•6:00 pm - -----

저녁식사

• 12:30 pm ----- 영어 수업 / 집중 수업

•7:00-9:30 pm ---

사회, 문화 활동

• 5:00 pm ------ 저녁식사

•9:30 pm - -----

자유시간

• 6:00 pm ------ 예술활동 및 게임

•10:00 pm - ----

취침

• 7:00 pm ------ 저녁 프로그램, 관광 및 테마의 밤
• 10:00 pm ----- 취침

SUMMER PROGRAMS, ST. GEORGE’S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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