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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에드문드칼리지는영국에서가장오래된카톨릭학교입니다

2018년코스일정
7월 9일 - 7월 29일 3 주간
7월 9일 - 8월 19일 6 주간
7월 30일 - 8월 19일 3 주간

세인트에드문드는시외의
400 에이커부지에
설립되었으며런던으로의
교통이매우편리합니다.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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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에드문드칼리지의여름학교를소개합니다
세인트에드문드칼리지는국제학생을수용하여
교육하는데오랜명성을가지고있습니다. 여름
학교는컬리지의일부과정이며개인성취, 행실및
공동체정신의높은표준을증진시킵니다. 이여름
코스는주요학교또는다른영국학교에진학하는데
필요한이상적준비과정입니다.

본여름학교는 1996년부터시작되었으며, 현재 El

Gazette의순위에따라영국의최고인증여름학교
중하나이고, 우수학교의중심으로알려져
있습니다.

저희여름학교가제시하는교육은교실및현장
학습을통해새로운학습기회를제공합니다. 이는
개인개발및언어능력을향상시키고확장하도록
고안된것입니다. 원어민및외국어사용학생을모두
환영합니다.

세인트에드문드의여름학교는역사적인칼리지
캠퍼스에서진행되며시외의하트퍼드셔에있는
넓은부지의현대시설에서제공됩니다. 안전하고
고무적인학습환경은런던의캠브리지와매우
가까우며그밖의다양한현장학습장소가있습니다.

본코스의우수한특징은오후 ETOS(기타주제를통한
영어학습) 프로그램으로일주일에 4회진행되며
스쿠버다이빙, 댄싱또는셰익스피어작품등의
다양한주제를광범위하게선택합니다!

최고의영국문화원이인증한영국여름
학교로 10 -17세학생이대상입니다

영국문화를경험하면서과제
기반의학습을통해언어
능력을완벽하게개선할수
있습니다.

여름학교연령대
초등학교: 10 - 11세
중학교: 12 - 13세
고등학교: 14 - 15세
식스틴플러스: 16 - 17세
학생들은코스를시작할때 10세이상이어야하며,
코스를마치는경우의나이는최대 17세입니다.

3 또는 6 주간교육프로그램은영어구사
환경을최대한활용하기위해독창적으로
고안되었으며, 교육방문, 관광, 쇼핑및극장
여행은교실위주의학습및활동을
지원하여언어능력을연습하고개발하기
위한체계적인기회를제공합니다.

여름학교는매우즐거운학습장소입니다.

칼리지는안전및보안시스템을철저하게
준비하여체류중인학생을보호합니다.

학생은칼리지운행수단을통해여행하며
절대로혼자여행하거나대중교통을
이용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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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지생활및현장학습
여름학교가제공하는교육
체험은자녀의가정지도및
학습을보완하기위해만들어진
것입니다.

각주간은교실내학습, 직업
관련활동및현장학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세인트
에드문드칼리지는흥미, 휴식
및여가를위해다양한기회를
제공하는철저한교육과정에
자부심을가지고있습니다.

본코스는 20시간의교실내
학습뿐만아니라교육실습및
방문도제공합니다. 이모든
과정은학비에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지불할필요가
없습니다..

휴
식

휴
식

휴
식

점
심

08:45 10:00 11:15 12:30 13:30              14:45       15:30-21:00

영어 1 영어 2 영어 3 ETOS               ETOS       소셜프로그램
영어 1 영어 2 영어 3 ETOS               ETOS       소셜프로그램

현장학습활동 소셜프로그램
영어 1 영어 2 영어 3 ETOS               ETOS       소셜프로그램
영어 1 영어2 영어 3 ETOS               ETOS       소셜프로그램

관광및쇼핑활동
스포츠및소셜프로그램 연수

학습방문
각주에한번은영국의명소를
방문하여당일전체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런장소는역사
또는문화적중요성에따라
선택되며, 어린학생들의교육적
관심에도중점을둡니다.

학생은미리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방문을준비하며
방문시가이드의현장안내를
받고, 방문후이에관련된교육
프로젝트를완수하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방문은학급
학생들의나이와능력에
적합하도록선택됩니다.

극장여행
각학급은극장에가는시간이
있습니다. 쇼는학생의나이와
영어능력에맞게선택될
것입니다. 이는교육경험및
영어이해를위한좋은
연습입니다. 학급시간에따라
방문을준비하고조사합니다.

쇼핑및관광
또한, 다섯번의현장학습중두
번은학생들이유명한관광지를
방문하고근교의대형쇼핑
센터에서쇼핑할수있는
시간을갖게됩니다. 최근
명소에는런던아이, 영국해변
및치슬허스트동굴이포함되어
있습니다!

2주차시간표의예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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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자녀는매주마다
12시간의오전수업과 8시간의
오후수업을받게됩니다.

세인트에드문드칼리지는과제
및내용물기반의지도방식을
도입하여, 대화식학습활동을
통해학생들에게영어를
가르칩니다. 학습목적은
실생활의과제를통해영어를
구사하고연습하는것입니다.

교과과정은해당주간의현장
학습과밀접하게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학생들이
런던타워를방문하는경우학습
내용은과거시제형동사에
중점을둔영국역사가될수
있습니다.

모든교사는자격을갖추고
경험이많은전문가입니다. 각
학급은다양한국적과모국어를
가진학생들로구성됩니다.

저희는교육내용측면에서
고무적이고포괄적이며다양한
교실환경을만드는데자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이과목은미리예약해야합니다. 추가비용이드는것은아니지만, 3주과정에한학생당한코스로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자녀는체류중에
ETOS 과목을반복할수없습니다. 여기의 ETOS 수업은예로제시한것이며특정코스또는주간에따라진행여부가달라질수있습니다.

기타주제를통한
영어학습(ETOS)

매주 13:30부터 15:30까지네
번의오후수업입니다. 본
코스의이수업은학생들이
선택한주제로 8시간동안
영어를지도하는것입니다. 이
코스는유자격전문가를통해
진행됩니다. 수업규모는주제에
따라다르지만학생대교사
비율은최대 14:1입니다. 코스는
주간별로선택됩니다.

ETOS 스포츠수업
매주마다학생들이수업할수
있는다양한스포츠주제가
있습니다. 각주제에는이론및
실습부분이있어서학생들은
교실에서스포츠이론을공부한
다음, 운동장또는스포츠
홀에서실습할수있습니다.

모든스포츠수업은숙련된
스포츠교사가진행합니다.

• 축구
• 테니스
• 넷볼
• 골프
• 배드민턴
• 배구트램폴린승마
• 트램폴린
• 승마*

ETOS 예능수업
또한, 다양한예능주제도
이용할수있습니다. 이경우,

ETOS는진정한 '행위
학습'입니다. 따라서, 책상에
앉아있는시간이적으며댄싱,

연기또는그리기에더많은
시간을보냅니다!

• 미술
• 댄스
• 드라마
• 셰익스피어
직업관련 ETOS 수업
이수업의주제는요리법부터
응급처치법까지새로운모든
기술을배우는것과관련되어
있습니다:

• 식품공학
• 응급처치
• 스쿠버다이빙

PADI 오픈워터* (2주간)

학문적 ETOS 수업
저희는영국에서공부하려는
학생을위해영국학교준비
과정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는
3주과정이며수학, 영어및과학
과목과관련되어있습니다.

또한, IELTS 및트리니티 GESE를
위한시험및준비수업을
운영합니다.

영어수업및지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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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기간: 1 주간

승마코스는영국승마
협회/영국승마학교의유자격
지도교사가 Contessa 승마및
훈련센터에서진행합니다..

이코스에는매주마다 4회의
승마세션과 4회의실무적말
관리강연이포함되어있습니다.

세션은초보자부터노련한
승마자까지모든연령과숙련
레벨에따라제공됩니다. 각
세션은 1시간의승마와 1시간의
말관리및마구간관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학생들이 '도약'을
시도할수있는데, 이는일종의
말을이용한경기입니다!

학생들은해당주간의성취도에
따라인증서를받게됩니다.

저희는센터까지의왕복운행을
마련하고, 모든필요한장비를
제공합니다.

자세한사항은다음을참고하십시오:
www.contessariding.co.uk 

스쿠버다이빙 - PADI 오픈워터
기간: 2 주간

귀하의자녀가스쿠버다이빙을
배우고싶어했다면, 새로운
도전을찾아가거나단지수면
아래의놀라운세계를살펴보게
하십시오. 이과목이바로그
시작입니다.

PADI 오픈워터다이버자격을
딸려면다음 3가지구성과정을
완수해야합니다:

지식개발(자체학습), 기술
연습(2회의풀장세션에서
5회의다이빙),  4회의오픈워터
다이빙.

오픈워터다이버코스를
완수하려면학생이모든필요한
지식을습득하고퀴즈및최종
시험을통과하고풀장훈련
세션(5회다이빙)을완수해야
합니다. 모든풀장실습및수업
세션을완료한후바다로가서
4회의오픈워터다이빙을
완수합니다. 이과정은 2일에
걸쳐진행됩니다.

응급대응처치
기간: 1 주간

무엇을배웁니까?

초기치료(CPR) – 이코스는
생명을위협하는응급상황에
대처하는법을가르칩니다.

여기에는호흡을안하거나
심장이멈추거나척추부상을
입었거나쇼크상태에있거나
심각한출혈이있을수있는
환자의처치가포함됩니다.

학생들은응급의료서비스를
기다리면서 CPR을수행하고
환자를모니터링하는법을
배웁니다.

이차치료(응급처치) – 이
코스는통증을완화시키고추가
부상위험을줄이는응급
처치법을가르칩니다. 부상및
질병수준을가늠하는것과붕대
및부목실습이포함됩니다.

CPR 및AED – 본코스의이
수업은 CPR 훈련및AED(자동
제세동기)의사용법을
참가자에게가르치는것에
중점을둡니다.

전문가 ETOS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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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스포츠및활동
방과후및주말에캠퍼스및선택적인현장학습에서
전체감독하에스포츠및야외활동을제공합니다. 본
프로그램은포괄적이며, 항상감독하의자유활동을
선택하여참여할수있습니다.

캠퍼스에는농구, 배드민턴, 시각축구를위한스포츠
홀이있으며여가수영및수구를위한실내수영장, 6개의
테니스코트, 탁구장및많은스포츠필드가있어 "미니
올림픽"부터배구및양궁까지모든운동을체계화할수
있습니다.

캠퍼스의기타조직활동에는디스코, 바베큐, 다문화
만찬, 여러대회, 가라오케파티, 음악연습및장기자랑
등이포함됩니다. 조용한시간을선호하는학생을위해
독서시간, IT 클럽및미술과공예시간도마련했습니다.

캠퍼스외부에서볼링, 스케이팅, 암벽등반, 퀘이사, 골프
및카누를즐기도록현지운행도준비했습니다. 학교
미니버스를타고가서현지영화관에서영화또는음악
콘서트를볼수있습니다(물론, 모두영어로진행됩니다!).

귀하의자녀를트리니티 GESE

또는 IELTS 시험에등록할수
있는옵션이있습니다.

등록에따른비용은없지만,

장소가제한되기때문에등록시
예약을해야합니다.

트리니티 GESE:

이시험은 10-17세학생들에게
적합하며수험자의영어청취및
구사능력을검사합니다.

IIELTS 시험:

16세이상을위한코스이며
수험자의학문적영어능력을
평가합니다. IELTS 시험은영어권
국가에서대학을진학하려는
학생들이주로봅니다.

코스를마치면수료증이
학부모님께전달될것입니다.

학비에는모든비용과관리가
포함되며, IELTS의경우
시험장까지의운행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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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토요일
일리대성당및캠브리지아름다운조각정원이
있는오래된대저택을방문하여여름학교
학생들이일부조각을실습할수있도록합니다!
그다음, 증기기관차를타고유명한네네밸리
철도를여행합니다.

7월 18일수요일
세인트알반스세인트알반스는베룰라뮴의고대
로마도시를기반으로하는타운입니다. 타운의
놀라운역사를배우게됩니다. 오전에는베룰라뮴
박물관에서대화식워크숍을갖고공원에서점심
식사를한후오후에는애비대성당에서로마
모자이크워크숍에참석하게됩니다.

7월 21일토요일
웨스트필드화이트시티에서쇼핑및프린스
에드워드극장에서알라딘관람
웨스트필드에서는필요한모든것을찾아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웨스트엔드에서새로운
알라딘공연을낮공연으로봅니다.

7월 25일수요일
골든힌데및시월드아쿠아리움오늘날바다
생물에관한모든것을봅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경이선장이었던골든힌데범선모작을
교육적대화방식으로구경합니다. 그다음, 보트를
타고 (물론) 템즈강을따라시월드아쿠아리움으로
갑니다.

7월 28일토요일
클랙턴피어및레이크사이드쇼핑에섹스해안의
오래된클랙턴피어를방문합니다. 학생들은일반
관광객이볼수없는영국의한측면을살펴보고
다양한고전적흥미를즐길수있습니다! 오후에
레이크사이드쇼핑센터에서쇼핑합니다.

8월 4일토요일
워번사파리파크워번의사파리에서하루를
보냅니다! 호랑이및코뿔소와같이크고 (위험한!)
동물을구경하는로드사파리가있고, 펭귄과
캥거루를만날수있는보다가벼운도보사파리가
있습니다.

8월 8일수요일
런던의과학박물관이과학박물관은세계에서
가장유명한박물관중하나입니다. 여기에는볼
것과할것이너무많아하루에모든것을해보는
것이불가능합니다! (저희가즐겨찾는분야는우주
항공에관한것입니다). 또한, IMAX 영화관에서
단편영화를볼예정입니다!

8월 11일토요일
웨스트필드화이트시티에서쇼핑및라이온킹
오전에는웨스트런던의거대한웨스트필드쇼핑
센터에서시간(및비용)을보냅니다. 그다음, 런던
웨스트엔드의라이시엄극장에서흥행작품인
라이온킹뮤지컬을오후공연으로관람합니다.

8월 15일수요일
햄프턴코트궁전및보트여행세계적으로유명한
헨리 8세가거주한궁전입니다. 호화로운궁전과
뜰을관람한다음, 오후에는템즈강을따라
여유로운보트여행을가질예정입니다.

8월 18일토요일
어드벤처아일랜드사우스엔드및레이크사이드
쇼핑해변으로여행합니다! 놀이기구, 솜사탕및
아이스크림이있는어드벤처아일랜드
놀이공원을방문합니다. 오후에는레이크사이드
쇼핑센터에서쇼핑합니다.

*저희는필요에따라프로그램을변경하고수정할권리가있습니다.

초등및중학교 - 교육적탐방 2018

참고: 초등학생(10-11세)과중학생(12-13세)이같은장소에가지만, 일반적으로별도의프로그램과일정을갖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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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14 July
Natural History Museum & Hyde Park The Natural
History Museum in London is one of the largest, most
famous and most visited museums in the world.  We’ll
have a good morning there, followed by lunch in Hyde
Park and a chance to see its many attractions.

Wednesday 18 July
Greenwich & The Mousetrap at St Martin’s Theatre We’ll
start in Greenwich in East London in the early afternoon,
where we get to see all sorts of historic attractions such
as the Cutty Sark boat and Old Naval College.  Then it’s
a boat trip into central London, dinner at Pizza Express,
then an evening at the theatre to see the legendary
Mousetrap – the longest-running play in the world!

Saturday 21 July
Chislehurst Caves & Shopping at Bluewater Chislehurst
Caves is one of our favourite trips!  We go deep under-
ground and learn all about the caves’ fascinating history
as mines, World War II hiding places and rock concert
venue!  Then shopping at Bluewater shopping centre.

Wednesday 25 July
Leeds Castle There’s a lot to see and do at the beautiful
Leeds Castle.  We’ll start with an educational talk, go
punting on the moat, then get lost in the maze – not to
mention seeing the inside of the castle itself!

Saturday 28 July
Clacton Pier & Shopping at Lakeside A visit to the
seaside on the Essex coast – the classic Clacton Pier.
Plenty of retro fun and a chance for the children to see a
side of England that tourists don’t usually see!  Shopping
at the Lakeside shopping centre in the afternoon.

Saturday 4 August
Museum of London & Bus sightseeing tour
The Museum of London is a fantastic interactive
museum which is perfect for school groups.  We’ll spend
the morning there, then in the afternoon, go on an
open-top bus tour of all of London’s most iconic sights.

Wednesday 8 August
Burghley House & the Nene Valley Railway Burghley
House is one of England’s finest stately homes, with
incredible gardens to explore.  We’ll visit the sculpture
garden, have our own sculpture workshop, play in the
water garden and tour the house’s impressive interior.
At the end of the day we’ll ride on a steam train!

Saturday 11 August
London Bridge Experience + The Shard & Shopping at
Westfield Stratford The London Bridge Experience is
rated London’s top tourist attraction – we’re going to see
why!  We’ll also go to the top of the Shard for impressive
views across London followed by shopping in Westfield.

Wednesday 15 August
Buckingham Palace & Aladdin at the Prince Edward
Theatre  After a lunch in St James’ Park, we’ll tour the
inside of Buckingham Palace, the official residence of the
Queen!  We are very lucky to do so; it is only open for a
few weeks each year.  Then, after dinner, we see the
West-end theatre performance of Disney’s Aladdin.

Saturday 18 August
Adventure Island Southend & Shopping at Lakeside
A trip to the seaside!  We will visit the Adventure Island
funfair, with rides, candy-floss and ice-cream.  Shopping
at Lakeside shopping centre in the afternoon.

*저희는필요에따라프로그램을변경하고수정할권리가있습니다.

Senior School - Educational Visit Itiner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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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토요일
그리니치런던에서그리니치의왕립자치구는
볼거리가많습니다. 먼저왕립천문대를관람하고
자오선에서서사진을촬영할예정입니다! 그다음,
오래된해군사관학교를방문하고나서에머레이트
스카이라인케이블카를탑니다!

7월 17일화요일부터 7월 19일목요일까지
캠브리지로 2박여행올해의새로운체험입니다!
캠브리지의세인트에드문드칼리지에서 2박을
보냅니다(물론, 다른것도있으며, 역사적으로
저희와관련이있습니다!). 수요일에는진지한대화,
세미나및워크숍을하면서캠브리지대학의학생
생활을체험할뿐만아니라대학칼리지마당에서
셰익스피어공연도볼예정입니다.

7월 21일토요일
런던아이관람및웨스트필드화이트시티에서
쇼핑 런던아이는런던에서가장상징적인
건물이며관광명소중하나입니다. 런던아이를
타고런던의중심가를둘러본후웨스트필드에서
쇼핑할것입니다.

7월 25일수요일
템즈강프로젝트런던중심을하루종일여행하면서
학생과교사는프로젝트및갈곳과할것을
결정합니다. 저희는템즈강무제한보트여행을
위해 '강유람인' 티켓을제공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에게달려있습니다.

7월 28일토요일
클랙턴피어및레이크사이드쇼핑에섹스해안및
오래된클랙턴피어를방문합니다. 학생들은일반
관광객이볼수없는영국의한측면을살펴보고,
다양한고전적흥미를즐길수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오후에는레이크사이드센터에서쇼핑합니다.

8월 4일토요일
리즈성리즈성에는볼거리가정말많고아름다운
건물과뜰이있습니다. 이성의화려한역사에대해
배우고연못에서뱃놀이를한다음, 미로를
탐험하고그룹프로젝트시간을갖습니다.

8월 7일화요일부터 8월 9일목요일까지
요크로 2박여행화요일저녁에요크에도착하여
목요일아침에출발합니다. 따라서, 수요일은
하루종일이역사적도시가품고있는모든것을볼
수있습니다. 요크의세인트존대학캠퍼스에
머무르며, 성당을구경하고보트여행을하고
박물관을관람하고쇼핑하거저녁에는외식을하며
영화관에갑니다!

8월 11일토요일
웸블리스타디움방문및웨스트필드화이트
시티에서쇼핑세계적으로유명한웸블리
스타디움은영국축구의본고장입니다! 전설적인
그라운드를안내받으면서관람한후, 대형
웨스트필드화이트시트에서쇼핑합니다.

8월 15일수요일
셰익스피어의글로브극장템즈강가에서점심
식사를한다음, 셰익스피어글로브에서실제
셰익스피어극의배우가진행하는연기연수를
받습니다! 그다음, 관광할시간을가지며현지
레스토랑에서저녁식사를한후, 유명한글로브
극장에서저녁공연을관람할것입니다.

8월 18일토요일
어드벤처아일랜드사우스엔드및레이크사이드
쇼핑해변으로여행합니다! 놀이기구, 솜사탕및
아이스크림이있는어드벤처아일랜드놀이공원을
방문한후, 오후에는레이크사이드쇼핑센터에서
쇼핑시간을갖습니다.

*저희는필요에따라프로그램을변경하고수정할권리가있습니다.

식스틴플러스 - 교육적탐방일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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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위치및도착
세인트에드문드는 400 에이커의멋진부지에
설립되었으며, 런던과주변지역으로의교통이매우
편리합니다. 학교는런던스탠스테드공항에서불과 20분
거리입니다.

귀하의자녀가도착하는월요일에런던스탠스테드(STN),

런던루턴(LTN) 또는런던히드로(LHR) 공항에서데리고
오고마지막일요일(09:00 - 17:00)에는공항으로데려다
줍니다.  공항운행을위한추가비용은없습니다.

숙소
세인트에드문드칼리지는여름학교동안숙식을
제공하는캠퍼스입니다. 학생들은메인빌딩에거주하고
주로 2대의학생침대가있는기숙사에서자며나이및
성별에따라비슷한연령대의다른언어권학생과방을
공유하기때문에새친구를사귀고영어를더많이연습할
수있습니다. 각복도에는자체샤워실과화장실이
있습니다. 기숙사관리인은학생들을책임지고학생들의
일상과복지생활에관해교사들과밀접하게연락을
취합니다.

학교수업및활동이매우바빴던날이지나면, 저녁에
TV/휴게실및게임룸에서쉴수있고공중전화로전화를
받을수있습니다. 또한, 저녁에이용할수있는컴퓨터실도
있으며Wi-Fi 연결은칼리지전체에서관리됩니다.

식사
학생들은매일주방에서신선하게조리되어제공되는세
가지메인음식중에하나를선택할수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적극적으로권장하며식사시간은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합니다. 사전에요청하면특별한건강식또는
종교식을준비할수있습니다.

2018 여름학교학비
7월 9일 - 7월 29일 £3,300
7월 9일 - 8월 19일 £6,400
7월 30일 - 8월 19일 £3,100

학비에포함된사항: 정식 3주간교육프로그램에는 3일의종일
현장학습, 두번의관광및쇼핑여행그리고한번의극장방문이
포함됩니다. 칼리지기숙사에서숙식이제공되며비슷한나이의
학생과방을공유하지만다양한국적인이함께합니다. 주간
세탁, 등록금및교육자료등이포함됩니다. 월요일도착과
일요일출발에교통수단을제공합니다(09.00 - 17.00에만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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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에드문드칼리지여름학교안내서

2018년 7월~8월

주요영국문화원이인증한영국여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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