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World Academy

Kuala Lumpur, Malaysia

말레이시아
영어캠프

TOP WORLD ACADEMY

주니어 영어캠프
최고의 장소는

말레이시아!
자연환경이 뛰어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의 한달 살기가 인기 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레이시아를 한달 살기 최고의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각양각색의
여러 문화가 공존해 있는 말레이시아만큼 매력적인 곳은 없습니다.
40여개국 이상의 다국적 학생들과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킹을 넓히기 좋으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폭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국가에서 영어연수까지!
말레이시아는 영어와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국제학교들이 많아 교육인프라가 잘 구축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 어학센터들이 좋은 시설에 다양한 어학 프로그램 제공으로 단기간에 최대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어학과정이 잘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치안이 좋고 정치경제가 안정되어 생활하기 좋으며, 맨투맨 전문어학센터까지 있어서
단기간에 최대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까지 UP !
영어로 논리적 사고 훈련으로 영어를 학습이 아닌 언어로 접근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훈련을 하며
공동체 훈련을 통한 토론방식의 학습영어 훈련을 통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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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World Academy 와 함께하는
영어캠프의 장점
탑월드 아카데미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영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방향을
설정하는 개인 맞춤형 1:1수업과
그룹수업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초 영문법 강의 및 라이팅
훈련을 통해 연수생들의
실력향상을 보장합니다.
고급 콘도형 숙소에서는 수영장,
헬스장, 스포츠시설, 편의시설
등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l

일대일 집중수업 및 소규모 그룹수업으로 최소 기간에 최대 학습효과 기대

l

학생 수용 규모가 크고, 최신 시설로 쾌적환 연수환경제공

l

초.중급자를위한 특별한 주니어 프로그램

l

한국인 매니져와 스탭이 학생들을 위한 전반적인 수업 및 생활관리를 진행

l

빌라형 숙소에서는 체류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반적인 시설들을 체크하고 도와줌

l

주니어 학생들을 위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탐방 및 문화교류 행사 지원

l 차량 10분 이내의 숙소위치(4.2km 거리)
l

주말 액티비티 3회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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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캠프 개요

구분
주제
교육기관

내용
Get ready to have fun! / Get ready to learn!
Top World Academy

국가

말레이시아(쿠알라룸프)

대상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일정

4주(20.01.04 ~ 20.01.31) – 1월 4일 출발해서 1월 31일 인천공항 도착

숙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홀리데이인 빌라 3인실)

비용

4주 350만원 (불포함: 왕복항공권, 개인 용돈)

[말레이시아]
수업

영어수업
방과 후 자기주도학습(영어일기, 단어 외우기, Writing 첨삭 등)
자기개발 및 인성교육
주중 액티비티, 주말 체험 활동(3회)

** 출발일정은 항공사정 및 기타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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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World Academy 교육방침은
짧은 기간의 교육이라도
선진국의 캠브리지교육의
효율성을극대화하고있습니다.
“ 최소기간 + 최대 학습효과 ”
영국의 세계대학(고등교육) 평가기관인 QS가
2020년 기준의 세계 대학순위에 과거 부터 현재까지

늘 상위권에 있던 영국에 대학은 올해에도 변함없이
상위 대학에 다량의 학교들이 분포되어 영국의 교육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그 중 캠브리지 대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에, 탑월드 아카데미는 캠브리지 교육과정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일반어학과정부터 GCSE까지 모든 과정을 캠브리지 주관하에 개발
된 교과과정과 강의 계획에 맞춰 진행됩니다.
또한, 추후 국제학교 진학 및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 및
시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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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브리지코스(CambridgeCourse) 교육안내
특징
1.
영어 교수방식에 관한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인정 받고 있는 캠브리지 대학 교과 과정으로
국제학교 입학 또는 대학입학 등 관련 어학 능력 평가 시험에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캠브리지(Cambridge) LMS 시스템으로 수업을 관리하고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인 성과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3.
ICT 기반 교육으로 다양한 학습자원을 활용하여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 환경을 탈피하고
학습동기와 집중력을 높여주며 수업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4.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를 일방적인 정보전달의 수준으로 두지 않고,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양질의 의사소통을 위한 훈련을 병행하며 학습자의 언어능력, 사회 언어적 능력,
담화능력을 향상 하도록 합니다.
5.
주입식 ‘Input’ 위주의 대량 강의가 아닌, “Out put”을 이끌어 내는 커뮤니케이션 위주의
1대1 수업과 소수 정예 수업

교육과정
문장 구성력을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정확한 문장 구성력을 갖추도록 스터디를 통해 올바른
연습 방법을 배웁니다. 국제학교 입학 또는 대학입학 등 관련 어학 능력 평가 시험에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 입니다.
기본 단계부터 많은 Out put을 끌어내는 수업으로, 원어민 교사와의 많은 커뮤니케이션은 빨리
영어에 친숙해 지도록 하고 있으며 발음, 읽기, 쓰기 등의 빠른 교정과 빠른 피드백이 바로바로
진행되어 시간적 효율성을 높입니다.
통합수업으로 효율성을 높입니다.
말하기, 듣기 등 영역별 분리수업보다 영어의 5가지 영역을 한 수업에서 종합적으로 공부하여 수업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 중 특히, 스피킹(말하기)에 보다 중점을 두어 의사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빨리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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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프
로
그
램

교육프로그램
어학과정

주니어 ESL과정
풀타임 (FullTime)

방과 후
자기주도학습

수업시간

1:1 수업 2시간
1:4 수업 2시간
1:8 수업 2시간

그룹활동

상세
•
•
•
•
•
•
•

Reading & Speaking
Conversation
Situational English(상황 별 회화 )
Discussion (토론 )
Pronunciation (발음 )
Vocabulary (단어 )
Grammar (문법 )

• 단어 외우기
• Writing 첨삭
• Diary (영어일기 )

교육특징
1:1수업
Reading & Writing
Conversation
Writing
레벨에맞는적절할어휘와표현들을익히고Speaking을 집중교육하여체계적인학습을통해문장구조를
이해하고적절하게표현할수 있도록학습합니다.

1:4수업
Situational English (상황 별 회화)
Discussion (토론)
레벨에맞는주제를선정하여상황별 문장을구성하고그룹수업의장점을살려문장을익히고
대화함으로써읽기,말하기,듣기의기본요소를익힙니다.

1:8수업
Pronunciation (발음)
Vocabulary (단어)
Grammar (문법)
단어및 문장을정확하게읽고발음교정을통하여억양및 액센트를익히고문법을정리하는수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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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Schedule(수업스케줄)
교시

수업시간

ESLL 영어수업

1교시

8:50~9:35

1:1 수업

2교시

9:40~10:25

1:1 수업

10:25~10:45

휴식시간

3교시

10:45~11:30

소그룹 수업

4교시

11:35~12:15

소그룹 수업

12:15~13:15

Lunch Break

5교시

13:15~14:00

그룹수업

6교시

14:00~14”45

그룹수업

14:45~15:10

휴식시간

7교시

15:10~15:55

자기주도학습(단어 외우기, Writing 첨삭)

8교시

15:55~16:40

자기주도학습

17:30~18:30

Dinner Break

18:30~19:30

휴식시간, 수영, 액티비티

9교시

19:40~20:40

자기개발 및 인성교육

10교시

21:00~21:50

하루 수업일정 정리, 취침준비

22:00~

취침

** 시간표는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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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모습
1 : 1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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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모습
1 : 1 강의실

1 : 4 강의실

1 : 8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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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내시설
InformationDesk

카페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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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빌딩내편의시설 안내

1

강의동 위치안내
쇼핑몰의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쇼핑몰에는 여러 편의시설이 있고
콘도와 걸어서 단 5분거리
이며 쇼핑몰과 콘도는 연결되어있습니다

2

2
강의동
특징

신축 쇼핑몰의 2층
최적의 장소에 위치
쾌적한 강의실 및 카페테리아
버스와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편리

말레이시아 영어캠프

학원빌딩내편의시설 안내

오픈마켓

슈퍼마켓

한식당

푸드코트

한인마트

한인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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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World 숙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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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비티 안내
탑월드아카데미는학생들에게 보다좋은액티비티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1

2

3

4

1 반디불이체험(Fire FlyExperience)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동안 자연의 참된 아름다움을 관람하고 싶다면~ 하늘을 밝혀주는 반딧불이들을
볼 수 있는 기회!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들이 하늘을 밝히는 전경을 관람하세요.
영화에서 툭 튀어나올 만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싶나요?
2 겐팅 하이랜드(Genting Highlands)

‘구름 위의 라스베거스＇라는 별칭이 붙은 겐팅 하이랜드는 ‘겐팅(구름 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해발 2,000m에
가까운 산 정상에 자리해 있으며, 쿠알라룸프에서 약 1시간거리에 있습니다. 놀이동산, 리조트, 골프장을 갖춘
복합 레저타운으로 다양한 즐길거리가있습니다.
3 KL타워전망대및 시티투어(KL Tower& CityTour)

421m 높이의 쿠알라룸푸르 KL 타워 전망대는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이며, 쿠알라룸푸르의 전경을
두 눈 가득 담아볼 수 있습니다. 276m 높이에 위치한 KL 타워 실내 전망대는 360도 전망을 자랑하며,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4

바투동굴 (BatuCave)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 13킬로미터 떨어진 산속에 있는 커다란 종유동굴로 힌두교 순례자들의 고행 순례가
끊이지 않는 힌두교의 성지이며, 4억 년 전 생성된 석회암이 세월에 깎여 만들어진 동굴들로 큰 동굴 세 개와 작
은 동굴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2개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원숭이와 인사를 해
보세요. 계단 끝에 위치한 사원은 꼭 봐야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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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영어캠프
TOP WORLD ACADEMY

Sunway
메디컬센터

Rapid BRT
SunMed Station
무료셔틀정류장

스타벅스
세븐일레븐

BRT

Sunmed

버거킹

기숙사

Sunway Geo Avenue
쇼핑몰 내 2층

탑월드아카데미

기숙사

주소 : E1-02-06 / E1-02-07,BlockE1, Sunway Geo Avenue,
Jalan Lagoon Selatan, Bandar Sunway, 47500
Subang Jaya, Selangor, Malay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