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아이를 위한 맞춤형 여름 캠프 없을까?

내 일정에 맞게 스케줄을 만든 여름 캠프 없을까?

유학원 캠프는 이미 한번 다녀왔는데, 
매년 너무 똑같아서 가고 싶지 않아…



내가 돈 내고 가는 건데…
내 맘대로 아이들 캠프도 정하고, 일정도 정하고, 숙소
도 정하고, 내가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가고, 
중간 중간 여행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죠?

걱정 마세요! 에듀퍼스트 USA가 원하시는 것을
모두 가능하게 도와드립니다.



내 아이에게 맞는 캠프만 골라 골라서
내 맘대로 준비하는
맞춤형 여름캠프



어디서?

전 미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힌

전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 시스템을 갖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인

매년 여름 100여개가 넘는 다양하고 유익한 여름캠프가 진행되는

캘리포니아 얼바인(어바인) 에서
맞춤형 여름캠프를 준비하세요.



언제?

6월 초 부터 8월 말 사이의 일정에서
본인과 자녀가 가능한 일정을 골라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일정 계획을 위해
대표적인 여름 캠프 종류별 일정을 캘린더 형식으로 안내해 드리니

일정 계획하시고 문의 주실 때 참고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여름 캠프가 만 4세에서 15세 미만의 자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부모님 1분 이상 꼭 동반하셔야 하십니다.

15세 이상의 학생의 경우도 캠프 신청가능하시고,
온가족이 함께 미국 여행 겸, 

자녀의 여름 캠프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도
문의 가능하십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에듀퍼스트 USA의 맞춤형 여름캠프는
캠프, 숙소 등 모든 비용이 실비로 직접 정산하시게 해드리므로,

비용에 거품도 숨겨진 추가비용도 없습니다.

에듀퍼스트 USA는 맞춤형 캠프 진행에 필요한 모든 과정별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청하신 서비스에 대한 비용만 받습니다.

자세한 에듀퍼스트 USA의 서비스 내용과 비용은 뒤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어떤 캠프가 있나요?

매년 여름 얼바인에서는 100여개가 넘는 다양한 여름캠프가
얼바인 교육구, 대학교, 커뮤니티센터, 전문기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관심사와 대략적인 일정을 정하시고 상담문의를 주시면
해당 일정에 가장 적합한 관심 캠프를 확인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쉽게 문의를 하실 수 있도록 캠프를 종류별로
구분해 드리니 문의 주실 때 참고하세요.



캠프 종류

English/Writing 캠프
Math/Science 캠프

Outdoor/Activity 캠프
Sports 캠프
Arts 캠프

Music 캠프
Film/Acting 캠프
Cooking 캠프

*별도 ESL 영어 맞춤형 수업 : 4~5명 그룹 신청 시



여름캠프 캘린더



여름캠프 캘린더



여름캠프 캘린더



캠프 상담 신청

캠프 관련 세부 정보 확인 및 상담 진행은
유료 서비스($100, 달러 카드결제) 입니다.

단, 상담 후 실제 캠프 신청 진행 시 상담 신청 비용은 자동 차감됩니다. 

상담 신청을 통해서 자녀의 관심 캠프 및 방문 예상 일정에 맞는
캠프에 대한 세부 정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



캠프 상담 신청 방법

#방법 1] 카카오톡 신청 - 카톡 ID “edufirst” 등록 후 상담 신청해 주세요.
#방법 2] 이메일 신청 – info@edufirst-usa.com 으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상담 신청 시 보내주실 필수 정보]

• 신청인 이름, 전화번호
• 자녀 이름, 학년, 나이, 성별
• 관심 캠프 분야, 예상 일정

위의 내용으로 상담 신청 접수해 주시면 개별 상담(전화, 이메일)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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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및 비용 안내

#서비스 1] 캠프 등록 서비스 : 등록 캠프당 $250/학생
(가족 내 동일 캠프 학생 추가 시 $150/추가학생)

#서비스 2] 숙소 선정 및 예약 서비스 : 한 가구당 $500
#서비스 3) 공항 픽업 예약 서비스 : 캠프 신청자 무료
#서비스 4) 자동차 렌트 예약 서비스 : 캠프 신청자 무료
#서비스 5) 체류도움 서비스 : 시간당 $100
#서비스 6) 미국 예행 일정 플래닝 서비스 : 한 가구당 $150 

모든 서비스는 달러, 카드결제 비용입니다. 
모든 서비스 내용의 등록비, 수업료, 렌트 등 모든 비용은 실비 정산입니다.
모든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진행 후 어떠한 이유에서도 환불은 안됩니다.
등록된 캠프 및 숙소에 대한 캔슬 및 환불은 각각의 캠프와 숙소의 환불정책에 따르며, 이는 에듀퍼스트 USA
와는 아무런 관련 및 책임이 없습니다. 



4인(학생)이상 단체/그룹 맞춤형 서비스

✓ 같은 학교, 학원, 학급에 있는 친구 가족들끼리
✓ 관심분야가 같은 친구들 가족끼리
✓ 같은 나이대의 친적들끼리

4인(학생기준) 이상의 단체/그룹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 등록 서비스 비용 할인혜택
• 캠프가 아닌 별도 맞춤형 ESL 영어 수업 – 전문 교육기관 진행가능
• 문의 : info@edufirst-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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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 : www.edufirst-usa.com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edufirst-usa

다음 블로그 : http://blog.daum.net/edufirst-usa

카카오스토리 : https://story.kakao.com/edufirst-usa

미주 중앙일보 ASK 미국 전문가 상담 바로가기

http://www.edufirst-usa.com/
http://blog.naver.com/edufirst-usa
http://blog.daum.net/edufirst-usa
https://story.kakao.com/edufirst-usa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list.asp?cot_userid=uhak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