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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ON International School of Saipan

Students First Teaching is
My Pleasure

Dear Prospective ESL Students and Group Leaders:

EUCON International School is a pr ivate Chr istian school located in the Gualo Rai

community of Saipan—just a short walk away from the Pacific Ocean. We invite you to

study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on our campus. We offer small class size (less

than 15 students per classroom) dur ing the summer (June, July, and August) and winter

(December and January) months. Classes are offered at different levels of English

proficiency and are available for all ages (at least 6 years old and above)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individual. Upon enrollment, students are level-tested as “ beginner ,”

“ intermediate,” or“ advanced.” Subjects taught include reading, wr it ing, grammar,

vocabulary, spelling, conversation, listening, speech and storytelling. Our focus is on

training students in conversation, listening, and Amer ican-English pronunciation.

Students begin and end each 6-hour school day with an assembly which offers exciting

activities suchas singing, games, Bible stor ies, and reciting tongue-twisters, Bible-based

phrases (catechisms) and Bible verses. In addition, our ESL students receive character

training and learn Biblical pr inciples throughout each day. Courses are offered Monday

through Fr iday from 8:00 in the morning until 2:00 in the afternoon. While not attending

class, students and group leaders ar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a wide var iety of outdoor

recreational activities unique to the Northern Mar iana Islands. As well, all ESL students

and group leaders are cordially invited to attend Sunday and Wednesday evening English

worship services with Chr istian Bible Church in Agape Auditor ium on our campus.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our program,

W. Daniel Bacon

ESL Coordinator, EUCON International School

<wadebacon@yahoo.com>



USA 사이판 교육환경과 캠프의 장점
한국에서 4시간 거리의 가장 가까운 미국 USA 사이판은 그야말로 휴양과 교육의 파라다이스라고

불리어지며, 아름다운 청정 자연환경과 더불어 안전한 교육 환경의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와우영어캠프에서는 사이판의 명문사립학교만 엄선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사립학교 크리스천스쿨로써 The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ACSI)의

정회원이며, 미서부 교육청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의 인증된

학교로써, 학생 비자를 위한 I-20 발급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사이판 학교들은 미국연방 PSS 교육 커리큘럼하의 운영되며, 사립학교 대부분은 크리스천 스쿨로

선생님들은 미 본토에서 파견된 원어민 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치원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교육방식에 의한 개성과 인성교육을 우선하는 교육철학을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해마다 미 본

토에서 개최되는 Math 경시대회, 스피치 대회 ,모의법정대회, Spelling Bee Contest, 과학 창작

대회 등 각종 이벤트 행사에 본토학생과 똑같은 참석 기회가 주어져 대학진학에 유리한 참가의 기회

를 가질 수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는 미국본토의 명문대 및 각주의 대학으로 진학합니다.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각자의 개성에 맞는 자율적인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주 최적의 교육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유학을 위한 사전 적응 경험으로써 방학캠프를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EUCON International School 소개

EUCON International School & College

P.O BOX 500087 CK. SAIPAN, MP 96950, USA
T E L : 1-670-234-3207
FAX : 1-670-234-3209
Web : www.eucon.edu / www.eucon.us

학교 소개

Eucon International School은 1998년 설립되어 미국 본토의
Christian Education School의 사이판 분교로서 American
curriculum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유치원 과정부터 대학 과정
까지 있는 사립학교로서 현재 운영되는 교육 시스템은 미국 본토
에서도 학력이 인정되며, Eucon International School의 교사진
들은 전원 미국에서 교육받은 선생님들로 친절하고 흥미로운 학습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현지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외국 학생들을 위한
어학 연수 수업 (ESL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ESL 프
로그램은 현지 스텝들과 교사진들의 열정적인 학습 방법으로 하루
5시간 이상씩 영어 프로그램(듣기, 읽기, 쓰기, 놀이, 게임 및
실생활 영어 회화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Teachers′Profile

Nathan Smith Emily Earwood Matthew Epperson Nathan Smith Sean Sartler Nathan Smith
EUCON International College Bob Jones University Pensacola Christian College B.A. Ambassador Bapfist College B.B.A. University of Wisconsin B.S. Bob Jones University

Darlene Ridenour Jonathan Bright Marcus Little Thomas Harper Jennifer Epperson Wade Daniel Bacon
Bob Jones University Faith Bapfist Bible College M.A. Bob Jones University M. Ed. Bob Jones University B.S. Pensacola Christian College Ed.D. Pensacola Christian College



와우영어캠프의 사이판영어캠프는 무엇이 다른가??

1 미국정규사립학교 정규교사의  ESL 영어집중프로그램 참여 및 정규수업체험

2 방과 후 매일 영어전문 아카데미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소그룹 특별 영어 보충수업

3 저녁시간에는 지도교사의 방학숙제 및 과제물 지도

4 안전하고 쾌적한 관리형 홈기숙사-캠프기간동안 24시 지도교사 및 가디언 상주

5 다양한 주말활동 및 현지체험 프로그램 운영

6 매일 온라인으로 내자녀 생활을 함께하는 즐거운 캠프!

2018 Winter Camp 안2018 Winter Camp 안내내

“2001년부터 시작하여 16년의 오랜 전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어캠프”

현지학교와 현지 원장님이 함께 의논하여 만드는
직영캠프!!  안심캠프!!

겨울캠프 프로그램 특징 (Intensive ESL+정규수업참여)

●미국사립학교 등교, 원어민 교사와  매일 ESL 집중 수업참여

오랜전통의 미국 크리스천 사립학교인 유콘 인터내셔널스쿨 현직 교사가 운영하는 ESL프로그램

수업 참여 3주 + 정규수업참여 1주로 완벽한 스쿨링 스케쥴을 제공합니다.

사이판내의 미국 사립학교인 EUCON International School 및 명문사립

학교에서 ESL과정과 정규수업에 참여하며, 각자의 레벨에 따라 인접학년, 연령 등을 고려하여, 클라스가 배치

됩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수업이 진행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을 유발

하도록 진행하는 영어 집중 ESL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업내용은  Visualizing, Reading Comprehension,

Listening, Phonics, Speaking, Writing,  Vocabulary and memorization, Games and Activities, Ac-

tion Songs 입니다.



●방과 후 매일 2시간 원어민과 맨투맨 특별 영어 과외 교실 진행
방과 후 단기간내 영어 실력 향상을  돕기 위해 집중적인 맨투맨 특별과외 영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말하기 훈련은 물론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 및 개인 및 그룹 발표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통하여 영어
에 대한 자신감 및 영어 능력 개발과 향상에 집중적인 몰입 교육을 진행 합니다.
방과 후에 하루2시간씩 영어전문 아카데미에서 (1:4-6)정도의 소그룹 원어민 특별 수업을 받습니다.

저녁시간에는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하는 심화학습과 단어퀴즈, 과제물정리, 영어 일기 및
에세이, 수학숙제 지도등 지도교사의 관리하에 세심한 학습관리를 지도합니다.

●다양한 주말 활동 및 현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장실 방문,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공서 방문 프로그램과 주말에는 다양한 액티비티와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으로 현지문화체험과 생생한 현장체험

아이들의 영어집중몰입, 창의력과 자발적인 학습능력배양, 리더쉽, 협동심등을 고양하기 위해서 주말액티비티와,

다양한 현장학습과 봉사활동 등 주말활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이판 전적지관광, 현지 문화체험, 자연학습견학

및 역사체험, 레크레이션, 법원,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공서방문, 마나가하섬 스노클링, 호텔워터파크, 정글투어,

원주민농장방문, 스타워칭, 영화관람, 볼링, 메모리얼파크, 전쟁기념관 및 야시장방문, 마이크로비치, 원주민

문화체험, 스포츠게임 등



●안전하고 쾌적한 관리형 홈스테이 - 캠프기간동안 지도교사 상주
영어캠프 주최 측에서 운영하는 관리형홈 스테이 하우스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전원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며, 위치는

피나시수의 마리아나 대학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24시간 가디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룸은 주로 4인1실로 배정

(단,인원구성수에 따라 6인1실 예외적용)됩니다.식사는 한식을 위주로 영양섭취를 골고루 하도록 제공되며, 1일 3식 외에

간식이 1회 제공됩니다. 인터넷 사용 및 세탁물 관리 등 철저한 생활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생활관리, 건강관리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위하여 조식과 석식은 매일 하우스에서 직접 준비한 식단으로 제공되며, 점심은 학교에

서 런치도시락이 제공되며, 엄선된 영양식으로 한식과 양식이 골고루 제공되며,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메뉴로 준비되어지

며, 주말에는 피자헛 피자 뷔페, 컨츄리 하우스의 햄버거 스테이크, 맥도날드, KFC, 서브웨이 등의 외식 레스토랑에서

다양한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력관리를 위하여 저녁 식사 전 매일 1시간씩 선셋비치 또는 트랙 등에서

조깅 및 걷기 등을 실시합니다. 컴퓨터나 게임기는 주말에 정해진 휴식 시간 외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아이들의 세탁과 간식 및 건강관리, 생활 관리는 현지 가디언과 지도교사에 의한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1주일식단표
※상기 식단표는 주당 샘플로서  캠프기간 동안 매일 식단 메뉴는 학생들의 영양과 칼로리 섭취를 고려하여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구 분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 iday Saturday

잡곡 잡곡 잡곡 잡곡 잡곡 돼지고기김치국 볶음밥
미역국 쏘세지볶음 미역국 두부맑은국 미역국 쏘세지브로콜리 계란국
스팸볶음 김치 베이컨야채볶음 계란후라이 스팸야채볶음 볶음 김치

Breakfast
버섯고기볶음 파파야김치 멸치볶음 오뎅볶음 브로컬리 김치 파파야무침
김치 계란후라이 김치 김치 김치 김
멸치볶음 파파야김치 파파야

야채볶음밥 육류야채볶음 잡곡 잡채 스파게티
파파야김치 쏘세지튀김 닭다리튀김 동그랑땡 롤빵Lunch

외식 단무지 김치 파파야무침 김치 옥수수 외식
BOX 쥬스 쥬스 옥수수 쥬스 단무지

쥬스 쥬스

핫도그
찹쌀호떡 찹쌀호떡 프렌치토스트 프렌치토스트 바나나Snack

야채튀김

짜장밥 생선구이 잡곡 떡닭갈비 잡곡 불고기 카레라이스
육류감자조림 육류야채볶음 마파두부 두부조림 갈비탕 소시지야채볶음 단무지
파파야 김치 김치 미역줄기 브로콜리 계란말이 파파야
김치 단무지 오이무침 김치 오이초장 양배추김치 옥수수Dinner
양파초절임 파파야무침 오뎅볶음 깻잎 김치 소고기무우국 김치
새우 버섯육류볶음 파파야 치킨
튀김



●수시 생활 보고 시스템
매일 학생들의 학습, 건강, 생활 등에 대한 현황을  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카페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의 캠프 활동사진과 동영상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회
이상 학생의 안부 전화로 직접 통화가 가능하도록 해드립니다.

●학생 안전 관리
캠프 프로그램 진행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일정 진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숙소 안에서 지도교사의 관리로 안전교육과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1. 일정 진행 전 참가자 전원 안전 교육을 실시
2. 참가자 전원 해외여행학생보험가입
3. 한국/사이판/한국 입출국 시 별도로 인솔자가 인솔하여 한국 및 사이판 입출국 수속을 도와줍니다.

그룹출발 외에 개별출발 시는 항공사 승무원 캐리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말 액티비티 &여과활동



Camp Schedule (전체일정표)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DEC. 31 JAN. 01 JAN. 02 JAN. 03 JAN. 04 JAN. 05 JAN. 06

• 짐풀기 룸 배정 • 학교수업참여
• 학교수업참여 • 학교수업참여 • 학교수업참여 • 주말액티비티

오전휴식 • 방과후
• 방과후 • 방과후 • 방과후 -마나가하섬

• 레벨 테스트 스낵타임
• 한국 출발 스낵타임 스낵타임 스낵타임 스노클링 및

및 오리엔테이션 특별과외수업
• 사이판 도착 • 특별과외수업 • 특별과외수업 • 특별과외수업 비치 게임

• 사이판 시내 • 스트리트마켓
• 운동 및 조깅 • 운동 및 조깅 • 운동 및 조깅 • 저녁식사후

돌러보기 현장체험학습
• 저녁보충학습 • 저녁보충학습 • 저녁보충학습 비디오 학습

• 저녁 학습 • 그룹스터디

JAN. 07 JAN. 08 JAN. 09 JAN. 10 JAN. 11 JAN. 12 JAN. 13

• 학교수업참여
• 학교수업참여 • 학교수업참여 • 학교수업참여 • 학교수업참여

• 오전휴식 및 • 방과후 • 월드리조트
• 방과후 • 방과후 • 방과후 • 방과후

선데이클라스 스낵타임 워터파크에서
스낵타임 스낵타임 관공서견학 관공서견학

• 영화관람 • 특별과외수업 즐거운 물놀이
• 특별과외수업 • 특별과외수업 • 특별과외수업 • 특별과외수업

스포츠게임 • 스트리트마켓 • 저녁식사후
• 운동 및 조깅 • 운동 및 조깅 • 운동 및 조깅 • 운동 및 조깅

• 그룹스터디 현장체험학습 비디오 학습
• 저녁보충학습 • 저녁보충학습 • 저녁보충학습 • 저녁보충학습

• 그룹스터디

JAN. 14 JAN. 15 JAN. 16 JAN. 17 JAN. 18 JAN. 19 JAN. 20

• 오전휴식 및
• 학교수업참여

사물함정리 • 학교수업참여 • 학교수업참여 • 학교수업참여 • 학교수업참여
• 방과후 • 봉사활동

선데이클래스 • 방과후 • 방과후 • 방과후 • 방과후
스낵타임 전쟁기념관

• 정글투어 스낵타임 스낵타임 관공서견학 관공서견학
• 특별과외수업 메모리얼파크

원주민농장방문 • 특별과외수업 • 특별과외수업 • 특별과외수업 • 특별과외수업
• 스트리트마켓 • 전적지 탐방

열대과일시식 • 운동 및 조깅 • 운동 및 조깅 • 운동 및 조깅 • 운동 및 조깅
현장체험학습 가라판다운타운

현장학습 • 저녁보충학습 • 저녁보충학습 • 저녁보충학습 • 저녁보충학습
• 그룹스터디

• 그룹스터디

JAN. 21 JAN. 22 JAN. 23 JAN. 24 JAN. 25 JAN. 26 JAN. 27

• 짐꾸리기 및• 학교수업참여
• 사물함정리 • 학교수업참여 • 학교수업참여 • 학교수업참여 • 학교수업참여 확인체크• 방과후
호텔 풀장 및 • 방과후 • 방과후 • 방과후 • 방과후 • 송별회 파티스낵타임
야외활동 스낵타임 스낵타임 스낵타임 스낵타임

• 특별과외수업 JAN. 28(일)
• 비치스포츠 • 특별과외수업 • 특별과외수업 • 특별과외수업 • 특별과외수업

• 스트리트마켓 공항으로 이동원주민문화체험 • 운동 및 조깅 • 운동 및 조깅 • 운동 및 조깅 • 운동 및 조깅
현장체험학습 • 사이판 출발• 그룹스터디 • 저녁보충학습 • 저녁보충학습 • 저녁보충학습 • 저녁보충학습

• 그룹스터디 • 한국 도착

※상기 일정은 항공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하오며, 현지 사정에 의하여 현지일정 및 시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SL 겨울캠프 하루 일과표
시   간 세부 일정 (월~금)
06: 30 기상 및 등교준비

07:00-07: 30 아침 식사
07:40-08: 00 학교로 이동
08:00-11: 30 학교수업참여
11:30-12: 30 런치
12:30-14: 00 학교수업참여
14:00-15: 00 기숙사 귀환 및 스낵타임
15:00-17: 00 방과 후 영어집중수업
17:00-18: 00 운동 및 PE(체육시간)
18: 00-19: 00 저녁식사
19:00-21: 00 저녁 보충학습 및 개별학습
21:00-22: 00 영어일기 및 에세이 쓰기 후 취침



학교수업 일정표

Room 111 Room 112 Room 113 Room 114
Session Times & Locations

Red Team Blue Team Green Team Purple Team

Communication Communication Communication Communication
08:30-09:30 (Session 1)

Skills Skills Skills Skills

Educational Reading
Picture Dictionary Writing

09:35-10:30 (Session 2) Games Phonics
Vocabulary Reading

Coversation Writing

Writing Educational Phonics
Picture Dictionary

10:35-11:30 (Session 3) Grammar Games Picture Dictionary
Vocabulary

Reading Coversation Vocabulary

11:30-12:00 (Lunch Break) Lunch Lunch Lunch Lunch

Reading Educational Educational
Picture Dictionary

12:00-13:00 (Session 4) Phonics Games Games
Vocabulary

Writing Coversation Coversation

Intergroup Intergroup Intergroup Intergroup
13:05-14:00 (Session 5) Presentation Presentation Presentation Presentation

Practice Practice Practice Practice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으로 시간이 다소 조정 될 수 있습니다.

Saipan

Schooling Camp

이모저모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사이판에서 배우고즐기는 신나는 영어
미국정규사립학교에서 진행하는 ESL수업+정규수업참여

방과후 전문 아카데미에서 레벨별 소그룹 원어민 선생님 보충수업

현지 방문 체험프로그램 및 주말 다양한 액티비티와 함께!

영어공부와 액티비티를 동시에 체험하는 신나는 겨울방학캠프와 함께!

출발 2017년 12월 31일(일) - 2018년 01월 28일(일)기

4주 / 450만원 (항공료 및 개인용돈 불포함)참 가 비 용
6주 / 650만원      8주 / 790만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쥬니어캠프참 가 대 상

미국사립학교 유콘인터내셔널 스쿨 & MBA장

관리형 홈 기숙사 (현지 직영)숙

모든 제반 비용 (개인 용돈 제외)
-해외여행보험료, 등하교 차량비 및 핸드링비, 인솔자비용
-수업료 : 등록비, 수업료, 방과후 과외비 수업에 필요한 교재 및 복사물포 함 사 항
-숙   식 : 1일 3식/아침, 점심[학교런치포함], 저녁, 간식1회(간단한 스낵)

(단,목요일 석식은 스트리트마켓에서 개별용돈으로 직접 먹거리체험)
-여과 활동비: 일정표 상에 명기된 관광 및 견학, 레크레이션 등

출발 (인천→사이판) : OZ625 / 19:45 출발 / 01:25+1 도착
도착 (사이판→인천) : OZ626 / 02:50 출발 / 06:30 도착
-항공사정에 의해 항공편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항공스케줄
-인천공항그룹 출발외에 별도로 부산출발 직항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별로 부모동반하여 출국 또는 아시아나항공을 이용 승무원 캐리어 서비
스 UM 신청으로 개별 출발 가능합니다.

직통문의 : 02-2000-5351 / 담당자: 이은경 실장

간

소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