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erton Education
아카데믹 영어 교육

학업 프로그램 썸머 준비 코스
개요

웰링턴 스쿨 GCSE 썸머 준비 코스(13-16세)

로드 원즈워스 칼리지 A-Level/IB 썸머 준비 코스(16-18세)

영국 어학연수 준비하기

www.ethertoneducation.com

KOREAN

ETHERTON EDUCATION (에서톤 에듀케이션)썸머 코스 소개
Etherton Education 썸머 코스는 영국의 기숙 학교 9월
입학을 계획한 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 완벽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과정입니다. 총 4주 또는 8주 동안
진행되며 전체가 아카데믹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과정들이 아카데믹 프로그램이므로, 본 코스에
등록한 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해야 하며, 실질적인 실력
향상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즐겁고 재밌는 수업도 본
코스의 큰 장점입니다.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썸머
코스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수업은 주 30시간 이루어집니다. 수강생들은 영어 집중
수업 이외에도 10개의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각 과목별로 해당 과목 전문 교사들이 배정됩니다. 수강
인원은 16명으로 제한되며, 각 수업 당 평균 학생 수는
12-13명입니다.

영국 현지의 원어민 학생 도우미

신나는 과외활동

에서톤 에듀케이션 썸머 코스가 진행되는 웰링턴
스쿨과 로드 원즈워스 칼리지 모두 훌륭한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럭비, 하키, 네트볼, 라운더즈 등 영국
고유의 경기를 비롯해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상상력 클럽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영어로 진행되는
시뮬레이션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리더십, 창의력,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역량 배양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예절을 알고 규율을 지키는 인재 양성을 위해,
격식있는 만찬을 준비하여 학생들이 품위있는 테이블
매너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는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영국 현지의 원어민
학생 도우미들과 함께하는 저녁식사, 과제 교실, 취미
활동이나 소풍 등에 참여하여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학생들은 드라마 교실을 통해 실제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게 됩니다. 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신감이 고취되고 언어 실력도 향상됩니다.
그 밖에도 바스, 옥스포드, 브리스톨, 런던과 같은 도시
명소를 방문하는 일일투어가 매주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트볼 배우기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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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모두 교내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숙사에는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학생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있습니다. 또, 양
학교 모두 안전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메뉴가 풍부한
식사가 일일 삼식 제공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 여름에 어른이 됐어요!” 실제로
아들을 썸머 코스에 보냈던 한 학부모의 말입니다.
독보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본 썸머 코스를 통해
학생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인격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웰링턴GCSE 썸머 준비 코스
웰링턴 썸머코스는 13-16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필수과목인 영어 이외에 추가로 10개의 과목을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수업에서 교사들은
영어 어휘력 향상 및 영국 유학 적응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춥니다. 과학 과목은 실험실에서 진행되며
학생들은 실험 실습을 하게 됩니다. GCSE 합격과
성공적인 진학을 위한 저녁강좌도 제공됩니다.

화학 수업
Time
8.00
9.00 – 10.30

MONDAY
Breakfast
English

10.30 – 11.00
11.00 –
12.30
12.30 – 1.30
1.30 – 3.00

Break
Physics

3.00-3.15
3.15 – 4.45

Break
Biology

5.00 – 6.00

Sport for all

6.00 – 7.00
7.00 – 8.00

Dinner and emailing time
Supervised Homework in classrooms and Academic Conversation Practice with British Student Hosts

8.00 – 9.30

Social Activity: Lecture: Life
Team-Building
in Boarding
Games
Schools
Return to Boarding Houses
Lights out

9.30
10.00

웰링턴 스쿨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Business

Geography

Full-day trip to
Longleat. Visit
Safari Park, tour
the 400-year-old
house, play on
the tourist
attractions

Art

History

Break
English

Maths

Choose one of
many
Sunday Clubs

Chemistry

Lunch and emailing time
Chemistry
Physics
English

Maths
English

Lunch and emailing time
ICT
Drama
Break
English

Drama

English

Sport for all

Free time for
homework, sport
or games

Free time for
homework, sport
or games

Free time for
homework, sport
or games

Social Activity:
Ten-Pin
Bowling

SATURDAY

Local trips for
shopping or
beach, or sport
or cinema; or
free time at
school
Optional social
activities: video,
board games,
sport

시간표 샘플

로드 원즈워스 칼리지A-Level/IB 썸머 준비 코스
로드 원즈워스 칼리지 썸머 코스는 16-18세를
대상으로 하며,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영어
및 드라마 수업을 수강하고, 추가로 10개 과목 중
세 과목 이상 다섯 과목 이하로 선택 과목을 정해
등록하게 됩니다. 학습방법, 대학지원, 명문대
진학, 직업 선택, 향후 진로에 대한 저녁 강의도
제공됩니다.

여학생 기숙사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

Time

MONDAY

8.00

Breakfast

9.00-10.30

Economics/
Business Studies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English

Physics

Drama

Physics

10.30-11.00

Break

11.00-12.30

English/
Geography

English

Chemistry

English/
Geography

Chemistry

12.30-1.30

Lunch

1.30-3.00

Drama

3.00-3.15

Break

Maths

English

English

English/History/
Psychology

3.15-4.45

Biology/Art/ICT English/History/
Psychology

5.00-6.00

Sport

Economics/BS

Biology/Art/ICT Maths

6.00-7.00

Dinner

7.00-8.00

Supervised Homework and conversation practice with British Student Hosts

8.00-9.30

Social Activity:
Speed Chatting

9.30

Return to Boarding Houses

10.30

Lights out

Lecture: How to
get to a Top
University

Option: Further
Maths
Workshop

Option: Theory
of Knowledge

Social Activity:
Fashion Show

SUNDAY

10.30 Brunch
Full-day trip to
Cambridge,
including visit to 11.30-3.00
Colleges and
Shopping Trip
talk from
Cambridge
professor.
4.00-5.30
Sunday Clubs
and Life Skills

Social Activity:
Movie Night
(optional)

Optional social
activities and
sport

시간표 샘플
3

ETHERTON EDUCATION 썸머 코스 소개
Peter Etherton

Etherton Education은 40년 이상 영어 교육에 몸
담아 온 피터 에서톤과 앤 에서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12년 동안 영국의 기숙 학교에서
아카데믹 썸머코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주 30시간 진행되는 필수과목 이외에 10개의 추가
선택 과목이 제공되며, 그 밖에도 스포츠, 취미
활동, 동아리 활동 및 견학/소풍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 자신감 고양 및 인격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함께 제공됩니다.

BA (Hons), MA (Lond.), MA (Lancs.)

Author of Oxford English and over
100 other textbooks. Former teacher
at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Former British Council ELT
Specialist and IELTS Examiner.

Anne Etherton
BA (Hons), Dip. Ed., MA (Lancs.)

Experienced teacher in schools in
Britain and Hong Kong. Former
Principal of Taunton International
Study Centre. International
education consultant.

위치
• 에든버러

✤ 4주/8주 학업 프로그램 썸머 코스
✤ 영어 집중 수업
✤ 영국 학생 도우미와 함께하는 주 50시간
회화 연습

• 맨체스터
• 버밍엄
• 캠브리지

옥스포드

•

웰링턴

•

••

런던

로드 원즈워스 칼리지

로드 원즈워스 칼리지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45
분 거리에, 웰링턴 스쿨은 2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및 전체 약관을 보시려면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경제, 비즈니스,
예술, 역사, 지리 등 주요 교과목 수업
✤ GCSE, A-Level, IB 준비
✤ 자격을 갖춘 우수한 강사진
✤ 수료증, 성적표, 졸업 앨범 제공
✤ 합숙 생활에 적응
✤ 훌륭한 스포츠 시설
✤ 명문대 견학
✤ 영국 유학 생활 적응 및 자신감 고취
✤ 안전한 곳에 위치한 학교
비자

120개 이상의 영국 기숙 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Etherton
Education은 아동학생비자 취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썸
머 코스와 진학할 학교에 대해 한 개의 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
다(EU 국가 국적의 학생들은 무비자 취학이 가능합니다. 썸머 코
스를 마치고 귀국 후 다시 입국하는 학생들의 경우, 아동방문비
자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학생들을 위한 코스!

본 홍보물은 Etherton Education이 제공하는 코스를
간추린 정보입니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
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에이전시(대행사) 날인

전화: +44 (0)1823 672388
팩스: +44 (0)1823 673187
전자메일: info@ethertoneducation.com
웹사이트: www.ethertoneducation.com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