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의 해안가 중심에서 
공부하세요!

MCA의 목표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올리기 위한 최고 수준의
아카데믹 준비과정 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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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수 없는 MCA의 여름  
ESL 캠프에 참여하세요!

영어실력 향상과 더불어 캐나다인들의 환대, 친절을 경험하세요!

ESL 여름 캠프

MCA는 중/고등학생들에게 특별하며 흥분되는 여름 
ESL 캠프를 제공합니다. 이 캠프는 학생들은 ‘캐나다 
해안가 중심’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캐나다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캐나다에서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도 
보장합니다.

매일의 프로그램
모든 클래스는 Moncton Christian Academy에서 
진행됩니다. 각 프로그램의 학습적인 측면을 위해 매일 
오전 4시간의 강의를 포함합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읽기, 회화, 그리고 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별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후/저녁수업은 
다양한 이벤트와 액티비티를 포함합니다. 모든 강의 
자료와 물품들, 예를 들어 바인더, 펜, 연필 등은 등록금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과 간식은 학교나 홈스테이 
가족들을 통해 제공됩니다.

학교 이벤트/활동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벤트와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opewell Rocks
• Butterfly World
• McSweeneys Dinner 
Theatre

• Shopping
• Gagnon Chocolate 
Museum

• Kings Landing 
• Whale Watching 

• Halifax Sightseeing
• Magic Mountain
• Magnetic Hill Zoo
• TreeGo
• St. Andrews Boat 
Tour

• Aquatic Centre
• Fundy National Park

홈스테이 배정
학생들은 학교와 몇 분 정도 떨어져 있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잘 돌보는 홈스테이에 배정됩니다.

2019 ESL 캠프 안내
일정: July 1st - July 26th, 2019
비용: $3,950, 학비, 외부 활동, 홈스테이비를 포함

왜 MCA를 선택해야 하나요?
• MCA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Moncton 지역의 유일한  
사립학교입니다.

• 작은 학교 커뮤니티 안에서 1:1 학생 관리가 가능합니다.
• 학교와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학교와 학부모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들은 개인적, 학업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MONCTON CHRISTIAN ACADEMY가 추구하는 바
• 개별 학생들에게 특화된 학습을 제공합니다.
• 마치 집과 같은 분위기, 기독교 학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 각 가정의 연장으로서 학생들을 돌봅니다.
•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이 효과적,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졸업생의 말
어린 시절, 나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MCA 학교에 다녔습니다. MCA의 학업적인 
도움을 통해 대학교에 성공적으로 진학하고, 또 직장을 가질 수 수 있었습니다. MCA
에서의 생활을 통해 지속적인 품성 향상을 할 수 있었고, 또한 훌륭한 학습 습관을 
함양 함으로서 나만의 학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항상 

나를 격려해주고, 언제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선생님과 1:1로 충분히 상담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선생님과 교직원들이 
나를 개별적으로 신경 써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습과 성품의 발전에 대한 훌륭한 
조합은 나에게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제공해 주었고, 지금 나는 유망한 2
개의 사업체를 가진 오너가 되었으며, 국제적인 

법 영역에서 유명한 디렉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MCA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열세 살의 첫째를 8학년, 열 살의 둘째를 5학년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부터 MCA에 다니고 있으며, 20년 전에 내가 경험했던 훌륭한 학습 
성취와 품성의 개발을 우리 아이들도 경험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해 잘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 Mark Beaman, MCA졸업생(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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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전 세계의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바닷가에서의 삶을 경험하세요.

국제학생 비용

신청비
학생 당 $100
신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홈스테이 비용
학생 당 $800

전체적인 국제학생 등록금
학생 당 $15,475/CAD
등록금은 포괄적인 기준으로서의 등록금이며, 이는 학습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교재 및 외부활동, 학생들을 위한 
모든 가치로서의 요소를 포함합니다.
• 교재
• 수업/외부활동*
• 현장체험학습/여행
• 운동
• 통합 ESL 프로그램 및 ESL 튜터링 비용(필요 시)
• 의료보험

추가비용
• 학용품

• 1박 이상의 여행

*1박 이상의 여행은 등록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여행에 대한 정보는 교사로부터 해당 행사 전에 
제공됩니다. 납부일정은 이 양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제 프로그램

Moncton Christian Academy는 캐나다의 동부 해안에서 
유학하길 원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훌륭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인 영어능력의 향상을 원하는 학생들은 
우리의 전문적인, 학생들을 사랑하는 ESL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받게 되며, 우리의 작고, 사려 깊은 환경에 쉽게 
익숙해질 것입니다.

국제학생들은 관용적인 학생들과의 관계와 유해하지 않은 
학습 환경을 제공받게 되며, 훌륭한 동부 해안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MCA는 국제학생들로 하여금 소그룹 안에서 편안한 
분위기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제학생들은 정규 학습에 충분히 통합되며, 개별적인 학습 
플랜에 대비하여 특화된 ESL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튜터링이 모든 국제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포괄적인 가디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1:1 상담을 통해 
대학교 진학, 장학금 신청 및 다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MCA
를 졸업한 모든 학생들은 캐나다와 미국 전 지역 소재 학교에 
진학합니다.

ESL
MCA의 ESL 프로그램은 통합적이며 또한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ESL 평가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 및 사회적 삶을 

성취할 수 있는 반에 배치됩니다. ESL 프로그램은 읽기, 
쓰기, 회화, 및 아카데믹한 어휘 수업을 포함합니다. MCA는 
전통적인 교실 수업과 상호작용, 혁신적인, 개별적인 튜터링을 
결합한 교수방법을 채택합니다. ESL 교실, 몰입 활동, 그리고 
실용적인 학습 경험(여행, 클럽활동, 운동, 그리고 다른 특별 
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영어학습을 돕습니다.

MCA의 ESL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말하고 쓰는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도움을 줍니다:
• 정보를 습득하고, 가공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 대학교 생활을 성공할 수 있도록

홈스테이
MCA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교로부터 불과 몇 분 떨어진 
MCA로부터 검증되고 승인된 홈스테이에서 학생들은 
영어몰입환경을 제공하는 MCA 홈스테이 프로그램의 일원이 
됩니다. 학생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안가에서의 삶, 
그리고 MCA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캐나다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Moncton 
New Brunswick 

Canada

한눈에 보기
연혁
MCA는 1983에 개교하였습니다.

위치
• 뉴 브런즈윅에서 가장 큰 도시인 Moncton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 Moncton은 전형적인 캐나다 도시의 
이름입니다.

• Moncton은 가족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 
중의 하나이며, 방금 온 국제학생들에게 가장 
관대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 Moncton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비용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 Moncton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다운타운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 Moncton은 해안도시의 중심으로 유명합니다.

프로그램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통합 ESL 과정

• 여름 & 겨울 ESL 
캠프

교직원
• 학생/교사의 비율은 1:12입니다.

• 전문적이며,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모든 선생님들은 학부과정 졸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몇 분들은 석사 과정 졸업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계적 수준의 도시인 
Moncton에 있는 Moncton 
Christian Academy
에 입학하고자 하는 
국제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수준 높고 
능력 있는 교사들과, 모든 
학생들을 심층 관리하는 
것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 

차별화된 점입니다. 우리의 학습 프로그램들은 개별 
학생들의 학습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우리의 소그룹으로 구성된 클래스들은 학생들의 학습 
성취에 필요한 개별적인 관심을 줄 수 있습니다. MCA 
교장으로서의 31년간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당신은 
우리가 사랑하고, 발전시키고, 가르칠 모든 학생들에 
대한 나의 헌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아이들에게도 그리 할 것입니다. 대 가족으로서의 우리 
MCA에 입학하길 바랍니다!

Willie Brownlee
Willie Brownlee,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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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회화, 및 아카데믹한 어휘 수업을 포함합니다. MCA는 
전통적인 교실 수업과 상호작용, 혁신적인, 개별적인 튜터링을 
결합한 교수방법을 채택합니다. ESL 교실, 몰입 활동, 그리고 
실용적인 학습 경험(여행, 클럽활동, 운동, 그리고 다른 특별 
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영어학습을 돕습니다.

MCA의 ESL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말하고 쓰는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도움을 줍니다:
• 정보를 습득하고, 가공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 대학교 생활을 성공할 수 있도록

홈스테이
MCA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교로부터 불과 몇 분 떨어진 
MCA로부터 검증되고 승인된 홈스테이에서 학생들은 
영어몰입환경을 제공하는 MCA 홈스테이 프로그램의 일원이 
됩니다. 학생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안가에서의 삶, 
그리고 MCA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캐나다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Moncton 
New Brunswick 

Canada

한눈에 보기
연혁
MCA는 1983에 개교하였습니다.

위치
• 뉴 브런즈윅에서 가장 큰 도시인 Moncton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 Moncton은 전형적인 캐나다 도시의 
이름입니다.

• Moncton은 가족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 
중의 하나이며, 방금 온 국제학생들에게 가장 
관대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 Moncton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비용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 Moncton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다운타운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 Moncton은 해안도시의 중심으로 유명합니다.

프로그램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통합 ESL 과정

• 여름 & 겨울 ESL 
캠프

교직원
• 학생/교사의 비율은 1:12입니다.

• 전문적이며,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모든 선생님들은 학부과정 졸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몇 분들은 석사 과정 졸업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계적 수준의 도시인 
Moncton에 있는 Moncton 
Christian Academy
에 입학하고자 하는 
국제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수준 높고 
능력 있는 교사들과, 모든 
학생들을 심층 관리하는 
것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 

차별화된 점입니다. 우리의 학습 프로그램들은 개별 
학생들의 학습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우리의 소그룹으로 구성된 클래스들은 학생들의 학습 
성취에 필요한 개별적인 관심을 줄 수 있습니다. MCA 
교장으로서의 31년간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당신은 
우리가 사랑하고, 발전시키고, 가르칠 모든 학생들에 
대한 나의 헌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아이들에게도 그리 할 것입니다. 대 가족으로서의 우리 
MCA에 입학하길 바랍니다!

Willie Brownlee
Willie Brownlee, 교장



Moncton, New Brunsw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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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전 세계의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바닷가에서의 삶을 경험하세요.

국제학생 비용

신청비
학생 당 $100
신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홈스테이 비용
학생 당 $800

전체적인 국제학생 등록금
학생 당 $15,475/CAD
등록금은 포괄적인 기준으로서의 등록금이며, 이는 학습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교재 및 외부활동, 학생들을 위한 
모든 가치로서의 요소를 포함합니다.
• 교재
• 수업/외부활동*
• 현장체험학습/여행
• 운동
• 통합 ESL 프로그램 및 ESL 튜터링 비용(필요 시)
• 의료보험

추가비용
• 학용품

• 1박 이상의 여행

*1박 이상의 여행은 등록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여행에 대한 정보는 교사로부터 해당 행사 전에 
제공됩니다. 납부일정은 이 양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제 프로그램

Moncton Christian Academy는 캐나다의 동부 해안에서 
유학하길 원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훌륭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인 영어능력의 향상을 원하는 학생들은 
우리의 전문적인, 학생들을 사랑하는 ESL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받게 되며, 우리의 작고, 사려 깊은 환경에 쉽게 
익숙해질 것입니다.

국제학생들은 관용적인 학생들과의 관계와 유해하지 않은 
학습 환경을 제공받게 되며, 훌륭한 동부 해안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MCA는 국제학생들로 하여금 소그룹 안에서 편안한 
분위기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제학생들은 정규 학습에 충분히 통합되며, 개별적인 학습 
플랜에 대비하여 특화된 ESL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튜터링이 모든 국제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포괄적인 가디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1:1 상담을 통해 
대학교 진학, 장학금 신청 및 다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MCA
를 졸업한 모든 학생들은 캐나다와 미국 전 지역 소재 학교에 
진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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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해안가 중심에서 
공부하세요!

MCA의 목표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올리기 위한 최고 수준의
아카데믹 준비과정 교육을 제공합니다.

Moncton Christian Academy
945 St. George Blvd.
Moncton, New Brunswick E1E 2C9
Canada

Office: 506.855.5403
Fax: 506.857.9016

Email: info@monctonchristian.ca
Website: monctonchristian.ca

Moncton Christian Academy
945 St. George Blvd.

Moncton, New Brunswick  
E1E 2C9 Canada

Email: info@monctonchristian.ca
Website: monctonchristian.ca
Office: 506.855.5403
Fax: 506.857.9016

잊을 수 없는 MCA의 여름  
ESL 캠프에 참여하세요!

영어실력 향상과 더불어 캐나다인들의 환대, 친절을 경험하세요!

ESL 여름 캠프

MCA는 중/고등학생들에게 특별하며 흥분되는 여름 
ESL 캠프를 제공합니다. 이 캠프는 학생들은 ‘캐나다 
해안가 중심’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캐나다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캐나다에서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도 
보장합니다.

매일의 프로그램
모든 클래스는 Moncton Christian Academy에서 
진행됩니다. 각 프로그램의 학습적인 측면을 위해 매일 
오전 4시간의 강의를 포함합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읽기, 회화, 그리고 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별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후/저녁수업은 
다양한 이벤트와 액티비티를 포함합니다. 모든 강의 
자료와 물품들, 예를 들어 바인더, 펜, 연필 등은 등록금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과 간식은 학교나 홈스테이 
가족들을 통해 제공됩니다.

학교 이벤트/활동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벤트와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opewell Rocks
• Butterfly World
• McSweeneys Dinner 
Theatre

• Shopping
• Gagnon Chocolate 
Museum

• Kings Landing 
• Whale Watching 

• Halifax Sightseeing
• Magic Mountain
• Magnetic Hill Zoo
• TreeGo
• St. Andrews Boat 
Tour

• Aquatic Centre
• Fundy National Park

홈스테이 배정
학생들은 학교와 몇 분 정도 떨어져 있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잘 돌보는 홈스테이에 배정됩니다.

2019 ESL 캠프 안내
일정: July 1st - July 26th, 2019
비용: $3,950, 학비, 외부 활동, 홈스테이비를 포함

왜 MCA를 선택해야 하나요?
• MCA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Moncton 지역의 유일한  
사립학교입니다.

• 작은 학교 커뮤니티 안에서 1:1 학생 관리가 가능합니다.
• 학교와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학교와 학부모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들은 개인적, 학업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MONCTON CHRISTIAN ACADEMY가 추구하는 바
• 개별 학생들에게 특화된 학습을 제공합니다.
• 마치 집과 같은 분위기, 기독교 학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 각 가정의 연장으로서 학생들을 돌봅니다.
•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이 효과적,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졸업생의 말
어린 시절, 나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MCA 학교에 다녔습니다. MCA의 학업적인 
도움을 통해 대학교에 성공적으로 진학하고, 또 직장을 가질 수 수 있었습니다. MCA
에서의 생활을 통해 지속적인 품성 향상을 할 수 있었고, 또한 훌륭한 학습 습관을 
함양 함으로서 나만의 학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항상 

나를 격려해주고, 언제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선생님과 1:1로 충분히 상담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선생님과 교직원들이 
나를 개별적으로 신경 써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습과 성품의 발전에 대한 훌륭한 
조합은 나에게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제공해 주었고, 지금 나는 유망한 2
개의 사업체를 가진 오너가 되었으며, 국제적인 

법 영역에서 유명한 디렉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MCA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열세 살의 첫째를 8학년, 열 살의 둘째를 5학년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부터 MCA에 다니고 있으며, 20년 전에 내가 경험했던 훌륭한 학습 
성취와 품성의 개발을 우리 아이들도 경험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해 잘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 Mark Beaman, MCA졸업생(1997)



캐나다의 해안가 중심에서 
공부하세요!

MCA의 목표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올리기 위한 최고 수준의
아카데믹 준비과정 교육을 제공합니다.

Moncton Christian Academy
945 St. George Blvd.
Moncton, New Brunswick E1E 2C9
Canada

Office: 506.855.5403
Fax: 506.857.9016

Email: info@monctonchristian.ca
Website: monctonchristian.ca

Moncton Christian Academy
945 St. George Blvd.

Moncton, New Brunswick  
E1E 2C9 Canada

Email: info@monctonchristian.ca
Website: monctonchristian.ca
Office: 506.855.5403
Fax: 506.857.9016

잊을 수 없는 MCA의 여름  
ESL 캠프에 참여하세요!

영어실력 향상과 더불어 캐나다인들의 환대, 친절을 경험하세요!

ESL 여름 캠프

MCA는 중/고등학생들에게 특별하며 흥분되는 여름 
ESL 캠프를 제공합니다. 이 캠프는 학생들은 ‘캐나다 
해안가 중심’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캐나다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캐나다에서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도 
보장합니다.

매일의 프로그램
모든 클래스는 Moncton Christian Academy에서 
진행됩니다. 각 프로그램의 학습적인 측면을 위해 매일 
오전 4시간의 강의를 포함합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읽기, 회화, 그리고 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별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후/저녁수업은 
다양한 이벤트와 액티비티를 포함합니다. 모든 강의 
자료와 물품들, 예를 들어 바인더, 펜, 연필 등은 등록금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과 간식은 학교나 홈스테이 
가족들을 통해 제공됩니다.

학교 이벤트/활동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벤트와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opewell Rocks
• Butterfly World
• McSweeneys Dinner 
Theatre

• Shopping
• Gagnon Chocolate 
Museum

• Kings Landing 
• Whale Watching 

• Halifax Sightseeing
• Magic Mountain
• Magnetic Hill Zoo
• TreeGo
• St. Andrews Boat 
Tour

• Aquatic Centre
• Fundy National Park

홈스테이 배정
학생들은 학교와 몇 분 정도 떨어져 있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잘 돌보는 홈스테이에 배정됩니다.

2019 ESL 캠프 안내
일정: July 1st - July 26th, 2019
비용: $3,950, 학비, 외부 활동, 홈스테이비를 포함

왜 MCA를 선택해야 하나요?
• MCA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Moncton 지역의 유일한  
사립학교입니다.

• 작은 학교 커뮤니티 안에서 1:1 학생 관리가 가능합니다.
• 학교와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학교와 학부모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들은 개인적, 학업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MONCTON CHRISTIAN ACADEMY가 추구하는 바
• 개별 학생들에게 특화된 학습을 제공합니다.
• 마치 집과 같은 분위기, 기독교 학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 각 가정의 연장으로서 학생들을 돌봅니다.
•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이 효과적,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졸업생의 말
어린 시절, 나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MCA 학교에 다녔습니다. MCA의 학업적인 
도움을 통해 대학교에 성공적으로 진학하고, 또 직장을 가질 수 수 있었습니다. MCA
에서의 생활을 통해 지속적인 품성 향상을 할 수 있었고, 또한 훌륭한 학습 습관을 
함양 함으로서 나만의 학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항상 

나를 격려해주고, 언제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선생님과 1:1로 충분히 상담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선생님과 교직원들이 
나를 개별적으로 신경 써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습과 성품의 발전에 대한 훌륭한 
조합은 나에게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제공해 주었고, 지금 나는 유망한 2
개의 사업체를 가진 오너가 되었으며, 국제적인 

법 영역에서 유명한 디렉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MCA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열세 살의 첫째를 8학년, 열 살의 둘째를 5학년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부터 MCA에 다니고 있으며, 20년 전에 내가 경험했던 훌륭한 학습 
성취와 품성의 개발을 우리 아이들도 경험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해 잘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 Mark Beaman, MCA졸업생(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