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안전한 청정지역 ‘수빅’ 
�

TIMES-SLC�기숙형�어학원은�수빅경제특구에�위치하고�있으며,�이�지역은�필리핀�

중앙정부가�직접�관리하여�치안이�가장�안전한�지역입니다.�

‘동양의�캘리포니아’라�불릴만큼�천혜의�해안경관과�청정지역에서�다양한�주말��

체험활동을�통한�글로벌�리더쉽을�함양합니다.

직접 경영하고 교육하는 어학원
�

청소년�영자신문�구독률�1위의�영어교육�전문기업�㈜타임즈코어에서 직접 경영

하고�교육하는�어학원입니다.

넓고�쾌적한�최신�기숙사와�각종�편의시설(강당,�식당,�수영장,�헬스장,�휴게실�등)을�

완벽하게�보유하고�있고,�남녀 기숙사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세계 7대 밀림보전지역�내에�위치하여�4면이�숲으로�둘러�쌓여�있으므로,�맑고��

쾌적한�공기를�마음껏�마시며�24시간을�보냅니다.

매일�3식�모두�신선한�식재료를�사용하여�직접�조리한�영양�가득한�한식으로�제공�

합니다.

최고 강사진

TIMES-SLC�어학원은��필리핀 국립 대학교(UP, Manila) 부설 어학원으로�지정

되어�있으며,�6년�이상�한국�학생들을�지도해�온�유능한�강사들이�주니어캠프�

수업을�담당합니다.

국내�명문대학�출신의�강사가�수학수업과�주말�야외�활동을�보조합니다.

체육강사가�아침체조,�수영강습,�생활지도,�주말활동을�인솔합니다.

프로그램의 전문성

2000년�국내�최초로�청소년�영자신문을�창간하여�시장�점유율�1위의�영어교육��

전문기업�타임즈코어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캠프입니다.�

영자신문�수업과�발표수업,�미션수업을�통하여�듣고�말하고�표현하는�영어를�배워�

영어에�대한�자신감을�갖게�합니다.

영자신문�편집진과�교재�편집진이�제작한� ‘주니어캠프�전용�워크북’을�통해�영어�

일기쓰기,�영단어�암기,�패턴학습�등�단기간에�쓰기�실력을�향상�시킵니다.

해외캠프�기간�중�영어학습과�주말활동에�대한�사진과�동영상을�홈페이지와�블로그를��

통해�확인할�수�있습니다.�(www.timescamp.co.kr)

틴타임즈 주니어타임즈  
키즈타임즈 킨더타임즈를  

발행하는 영어 교육 전문기업

�

타임즈코어가 직영하는 

프리미엄 영어캠프

>> 1:1 수업 

>> 어학원 수영장

>> 수영강습

TIMES-SLC 소개 수업 방식 

수준별 1:1 수업 

세심하고�친절한�필리핀�선생님과�1:1�집중적인�영어�노출을�통해�단기간에�효과적인�듣기와�말하기�능력을�습득합니다.��

매일�재미있는�수업을�통해�영어에�대한�두려움을�없애고�다양한�표현능력과�자신감이�향상�됩니다.

소규모 그룹수업 

강사�1명과�2~6명의�학생이�Role�play,�Debate,�Presentation�등의�다양하고�재미있는�수업을�통해�영어발표력과�쓰기실력을�

향상시켜�드립니다.�자신과�영어능력이�비슷한�학생들과�협력하고�경쟁하는�효율적인�수업이�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영어능력에 맞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맞춤식 1:1 수업과 그룹수업을 통해 단기간에 영어실력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Reading Listening SpeakingWriting

세부사항파악
자유롭게�
단문작성 단어듣기

패턴
따라하기

주제�및��
대의�파악

추론수업�
(Brainstorming)

짜임새�있는�
단락연결

논리적인�
글쓰기

문장듣기

단락듣기

발표수업
(Presentation)

토론�수업�
(Debate)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한 표현식 
 영어습득

논리력 및 사고력
개발 프로그램

놀이와 접목한  
창의적 교육

Activity와 교육을 접목하여 생활속에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스피킹 훈련을 통해  

자신이 의도하는 내용을 표현할 뿐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 영어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학습동기가 부여 됩니다.

www.timescamp.co.kr

TIMES ENGLISH CAMP

캠프 특전

영자신문 기자교육 이수 후, 틴타임즈, 주니어타임즈의 정식기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항목 내용 비고

참가 대상자 초등�4학년�~�중등�3학년 형제/자매는�초등�3학년도�가능

해외 캠프기간
4주�2017.�01.�07�(토)�-�2017.�02.�04�(토)

6주�2016.�12.�24�(토)�-�2017.�02.�04�(토)

8주�2016.�12.�24�(토)�-�2017.�02.�18�(토)

4주�해외캠프

6주�해외캠프

8주�해외캠프

해외 캠프장소 TIMES-SLC�어학원�(기숙형�어학원) 수빅��경제특구�위치

캠프 등록비
1인당�340만원�(4주)

1인당�440만원�(6주)

1인당�540만원�(8주)

신청�예약금�50만원�포함�

캠프 특전
캠프�기간�중�학생기자(틴리포터,�주니어리포터)�교육�프로그램�이수�후,�

정식기자로�임명되어�활동할�수�있는�특별한�기회제공
수료증�및�기자증�수여

등록비 포함 국내�공증비,�수업료,�숙식비,�간식비,�교재비,�주말체험,�보험료,�출입국비,�SSP�발급,�VISA�연장,�ACR�발급�등

등록비 불포함 개인용돈,�항공료,�여권�발급

등록 방법 상담�후�신청비�50만원�입금�(기업은행 540-000662-01-092 타임즈코어)

환불 규정

●�출국�30일�전�:�신청비�50만원을�공제�후�잔액의�70%가�환불
●�출국�15일�전�:�신청비�50만원을�공제�후�잔액의�50%가�환불
●�출국�07일�전�:�신청비�50만원을�공제�후�잔액의�40%가�환불

(출국�6일�전�이후에는�취소�불가능)

[모든 외부 행사는 학생 5인당 관리교사 1명이 동행합니다.]

            오션�어드벤쳐� � � ��정글�체험�(원주민�마을)� ���쥬빅�사파리� �

요트체험�및�호핑투어������������������하버포인트�/�SM몰������������������폰타나�워터�파크

캠프 모집 요강

주말 액티비티

시간 일과 교실 교재

06:30 - 07:00 기상 기숙사 아침�체조

07:00 - 08:00 아침식사 식당

08:00 - 10:00 집중수업(2) 1:1실 주교재

10:00 - 12:00 토론수업(2) 1:4실 주교재

12:00 - 13:00 점심시간 식당 문장�암기

13:00 - 14:00 Pattern�수업 1:1실 워크북

14:00 - 15:00 ENIE�수업 1:1실 영자신문

15:00 - 17:00 Presentation 1:4실 발표수업

17:00 - 19:00 저녁시간 식당 문장�암기

19:00 - 21:00 수학수업 컨퍼런스룸 어휘시험�병행

구분 교재 강사 내용

주교재

SPEAKING
WRITING 1:1 실전+교정

ENIE 1:1 문법+롸이팅

부교재

영자신문 1:1 문법+다독

영어낭독 1:4 스피킹�자신감

영어쓰기 1:4 어휘+문법

영어발표 1:8 스피킹�자신감

수학 학년교재 1:4 �학년별�지도

자기주도

영어일기 1:1 숙제�첨삭

어휘암기 담당교사 평가+첨삭

문장암기 담당교사 평가+테스트

해외캠프 일과표(평일) 적용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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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7대�보존림의�청정환경에�위치한�

TIMES-SLC�어학원은�넓고�쾌적한�기숙사,�

1:1�강의실을�중심으로�다양한�형태의�교육시설,�

쾌적하고�청결한�식당과�수영장�등�다양한�부대시설을�

갖추고�있습니다.�매�주말에는�해양스포츠,

문화답사,�쇼핑으로�배운�영어를�활용하고

�스트레스를�해소합니다.

초등 영자신문

www.kidstimes.net

중·고등 영자신문

www.teentimes.org

초·중등 영자신문

www.juniortimes.co.kr

어린이 영자신문

www.kindertimes.co.kr

1 : 1 외국인 전화영어

www.pho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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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 ENGLISH CAMP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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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 ENGLISH CAMP

��철저한�개인레벨에�따른�맞춤식�1:1�수업과��

그룹수업�진행

�학생�3명당�1명의�담임교사가�밀착�학습관리�

��영자신문을�활용한�영어토론�수업과�영어발표��

수업을�통해�말하기�능력�향상

�일일�단어�암기와�문장�테스트를�통한�어휘력�향상

�학생�수업자료�및�평가서�작성�(캠프�후�택배�발송)�

�명문대생의�수학�강의�:�수학�선행�학습

학습 
관리

��외부활동�시�5명당�1명의�관리교사가�인솔하여��

함께�활동

��양호실�상시�운영과�양호선생님�상주를�통한��

건강관리�

�10분�거리의�종합병원과�연계한�의료�시스템�구축

��24시간�청원경찰을�통한�경비와�순찰활동으로��

안전사고�예방

안전 
관리

�캠프기간�중�한식�제공을�통한�건강관리

�1일�1간식�제공�(열대과일�외)

�전문�영양사가�식단�및�조리�관리

�최신�설비의�위생적인�주방�운영

�개별�복용�약이�있으면�관리교사가�별도�관리

건강 
관리

��기숙사�3개룸(9명)�당�1명의�전담관리자가�학생들

의�생활지도와�상담으로�밀착관리

��한국인�스텝과�수업담당�강사가�함께�상주�하면서�

생활관리

��취침점호를�통한�생활관리로�집단따돌림,�학생간��

다툼,�이성문제�등의�사전�예방

생활 
관리

01

02

03

04

05

>> 1:1 수업

>> 그룹 수업

>> 발표 수업

>> 기자 교육

>> 현대식 식당

영자신문  
기자 교육

��청소년�영자신문�1위�기업�㈜타임즈코어�정식�기자교육

��㈜타임즈코어�편집팀장의�영어기사�작성법,�영어기사��

분석법,�영자신문�제작실습�등의�기자교육�(진행�1박2일)�

��㈜타임즈코어의��틴리포터(중등),�주니어리포터(초등)��

정식�기자로�임명

��수료증�및�기자증�수여

영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위해 TIMES-SLC가 함께합니다.

SUBIC                  
ENGLISH CAMP

영어교육 전문기업 타임즈코어 직영

제 1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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