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의 주니어 골프 교습과 ESL 수업을 통한 영어 실력 향상 보장! 

이글 밸리 골프 아카데미 (EVGA) 
여름 골프/ESL 캠프 

캐나다 온타리오주 아름다운 나이아가라  
폭포에 위치한 이글밸리 
EVGA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세계 최고의 휴양지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차로 1시간 거리, 미국 뉴욕 주
에서는 10분 거리) 캠프 참가 학생들은 멋진 전망에서 아름다운 폭포를 
감상할 수 있으며, 나이아가라 폭포 내 다양한 지역을 탐방할 수 있습
니다. 또한 미국과 근접해 있어 미국으로의 여행과 쇼핑이 쉬워집니
다.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 내 유명한 관광지인 Clifton Hill에서는 다양
한 놀 거리와 먹을 거리를 즐길 수 있고 나이아가라로 흐르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수로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토론토에는 CN 
타워, 캐나다 원더랜드, 메이저 리그 야구팀인 토론토 블루 제이스, 토론
토 사이언스 센터 등이 위치해 있어 참가 학생들에게 캠프 프로그램 이외에
도 재미있고 다양한 캐나다체험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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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VGA의 여름 ESL 골프 캠프를  
선택해야 할까요? 
✓ 각 학생을 위한 개인별 맞춤 교육  
✓ 모든 골프 강사들과의 열린 소통  
✓ 학생중심의 수업 환경 
✓ 모든 EVGA 스텝들의 평생 관리 시스템  
✓ 보증된 실력 향상 

✓ 나이아가라 지역 내 최고 시설의 골프연습장 무제한 이용 

✓ U.S. Kids Canada Tour의 공식 본부 

✓ 모든 EVGA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캐나다 U.S. Kids Golf  
Championships 참가 기회 

✓ 소수 정예 수업 (학생과 선생님 6:1 비율)

2016

EVGA 골프 ELS캠프 학생  
경험담 
“저는 이글 밸리의 International Summer Golf 
Camp에서 두 번의 여름 동안 6주를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글 밸리의 코치 선생님들이 친절
하고 편안하게 해주신 덕분에 저의 골프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저의 멘탈 게임과 
숏게임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나이아가라 지역
의 주니어 투어에 참가하는 경험을 통해 저는 미래에 
필요한 토너먼트 경험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EVGA의 ESL 골프 캠프를 여러 나라의 학생들
에게 추천합니다.”                                                                                                                  
      ~ Anna Kolb,  
          Württemberg, St. Leon-Rot, Germany  



Ben MacLean 
12세, NIAGARA-ON-THE-LAKE, ONTARIO, CANADA 

Ben MacLean은 4살에 이글 밸리 
골프 아카데미에 처음 방문했
습니다. 강사들은 재능이 
있는 이 학생을 줄곧 지
도하고 있습니다. Ben
은 8살 때 부터 U.S. 
Kids Tour에 참가하
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Ben은 U.S. 
Kids Niagara Golf 
Tour에서 두 번 우승 하
였고 2015년 가을 투어에
서는 67언더파를 기록하며 미국 
놀스 캐롤라이나 주의 파인헐스트의 
Pinehurst Golf & Country Club에서 열린 
2015 U.S. Kids World Championships에
서 Top-50를 이루어냈습니다.  

Ben은 저희 EVGA의 교육 방식을 잘 보여주
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학생입
니다. 이제 저희의 가족과도 같은 Ben이  
앞으로 NCAA Division I 골퍼로 성장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더욱 더 열심히 노력
할 것 입니다.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수업  

EVGA 여름 캠프의 ESL 수업은 이미 증명된 성공적인 커리큘
럼과 기술, 그리고 교수법을 통해 개개인의 학생들이 성공적인 
교육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특별한 실전 영어 수업으로 진행 되고 학생들은 
프로그램 시작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레벨테스트를 통해 그 성과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VGA의 ESL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개인적
이고 친밀한 관계는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공
적으로 ESL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ESL 수료증이 수여됩니다. 

  

Zhiying (Cindy) Zhou  
14세, ZHUHAI, CHINA 

2013년 Cindy가 12살 때 EVGA에서 골프 강습을 받기 시
작했습니다. 이후 Cindy는 중국의 Zhuhai에서 온타리오 
주의 Niagara Falls로 이사를 왔습니다. EVGA의 코치 선
생님은 골프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은 Cindy가 운동에 
대한 열정이 넘친다는 것을 금새 발견했습니다.  

코칭을 받은 지 겨우 한 시즌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Cindy는 이글밸리에서 주관한 2014 U.S. Kids 
Niagara Spring Tour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Cindy는 
미국 놀스 캐롤라이나주의 파인헐스트에서 열린 2014 
U.S. Kids Teen World Championships에도 참가자격이 
주어졌고, 바로 다음 시즌에는U.S. Kids 2014 Niagara 
Fall Tour에서 우승을 하면서 2015 U.S. Kids Teen 
World Championship 참가가 보장되었습니다.   

Cindy의 성공스토리는 EVGA가 학
생들에게 가르치는 특별한 정신
력 훈련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
를 만드는지 잘 보여주는 아
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
례입니다. Cindy는 여러 
장벽을 만날 때마다 최선
을 다해 노력했고, 믿을 
수 없는 성과를 만들어냈
습니다. 또한 2015 CJGA 

Mizuno Junior Canadian 
National Championship을 

포함한 여러 토너먼트에서도 승
리를 이루었습니다. 

EVGA 여름 프로그램 한눈에  
보기 
• EVGA 의 시설은 18홀 골프 코스와 full length 골프  
연습장, 숏게임 훈련 코스, patio가 보이는 골프연습장,  
실내 시뮬레이터와 퍼팅 그린, 편의점, 파티 홀, 피트니스  
룸과 수업을 위한 교실 등의 시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 EVGA 는 멋진 18홀의 executive 골프 코스와 다이나믹한  
언듈레이션, 트리라인 페어웨이와 깔끔히 정리된 그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글 밸리의 골프연습시설에는 30개의 천연 잔디 타석과 골퍼의  
실력 향상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숏게임핀이 준비되어있습니다.    

• 모든 학생들의 최신 디지털 시설과 비디오를 이용한 스윙분석이  
이루어집니다.  

• EVGA는 U.S. Kids Golf Association을 통해 국제적인 골프 교육 
시설로 인정받았으며, 다양한 나라에서 온 골퍼들을 성공적으로 지도
하고 교육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 EVGA 여름 캠프에서는 학생들에게 주5회 하루 6시간씩 골프 교육이 
이루어지며, 참가 학생들은 일주일 중 언제든지 골프연습장에서 연습
할 수 있습니다.   

• EVGA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각 학생들에게 편안한 주거환경과 따뜻한 
호스트 가정,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며, EVGA로의 등 하교가 편리하도
록 교통편이 제공됩니다. 주말에는 다양한 캐나다의 문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은 EVGA 캠프 기간 동안 전문적인 TESL-certified 선생님들
과 경험 많은 ESL 선생님들에게 주 5일 하루 2시간의 ESL 수업을 받
습니다.

Adam Christie 
프로그램 디렉터 
  

• 캐나다 온타리오 St. Catharines의 
Brock University에서 스포츠 매니지먼
트 학사 수료  

• U.S. Kids Golf Tournament 디렉터 

• Director of U.S. Kids Golf Canadian 
Invitational Championship 

•  U.S. Kids Certified Golf Instructor

John Piccolo  
수석 골프 프로 

•  20년 이상 13,000시간이 넘는 골프 강
습 경험 
•  캐나다 온타리오Niagara-on-the-
Lake의 Niagara College 에서 Golf 
Business와 Golf Management 

Program 교수

Travis Glass  
캐나다 PGA 프로 / 주강사 

• PGA Canada 멤버  
• 미국 플로리다 West Palm의 Keiser 
University에서 골프 매니지먼트 
A.Sc. 학위 
• 미국 플로리다 Port St. Lucie의 

PGA Village에서 강사 교육 이수 
• Top LPGA Hall of Fame 멤버와 PGA 

of America Master Professionals 에게 코치받음 
• U.S. Kids 인증 골프 강사 
• 2014 U.S. Kids National의 Top 50 강사 
• 2011 Junior Golf Foundation of America Outstanding 

Volunteer Award  
• 1500 시간 이상의 골프 수업/코칭 경험

홈스테이 
모든 여름 프로그램 학생들은 EVGA의 골프 시설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편안하고 안전한 홈스테이 가정에
서 지내게 됩니다.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캠프 기간 동
안 식사와 숙박,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각 홈스테이 호
스트 가족은 학생들에게 가장 잘 맞는 가정이 선택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모든 홈스테
이는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 내 
가정으로 결정됩니다. 

EVGA 리더쉽 팀  

Contact Information 
Eagle Valley Golf Club

2334 St. Paul Avenue Niagara Falls, Ontario    
E: eaglevalley@bellnet.ca  •  W: www.golfeaglevalley.com    

T: (905) 374-2110  •  F: (905) 374-2840

Eagle Valley Golf Club GolfEagleValley

EVGA 학생 소개 

2016 년도 일정과 비용 
프로그램은 1주일 단위로 7월 4일부터 8월 28일 까지 진행됩니다. 

1주     $ 1,985 CDN    ($ 1,490* USD) 
2주      $ 3,875 CDN    ($ 2,908* USD) 
3주     $ 5,665 CDN    ($ 4,251* USD) 
4주      $ 6,890 CDN    ($ 5,155* USD) 
*4주 프로그램 이후로는 1주 단위로 $ 1,790 CDN ($ 1,340* USD) 추가.  
* 현재 환율 적용 기준 (0.7519) – 환율에 따라 변동함 

비용 포함 내역: 모든 골프 레슨, 홈스테이, 식사, 숙소와 교통편, 
공항 픽업 서비스, EVGA 골프연습장 및 이외 시설 무제한 이용  
 
추가비용 선택사항: 

• 나이아가라 폭포, 토론토, 미국 관광지 주말 여행  

• 골프 토너먼트 참가 – U.S. Kids 주최 토너먼트 혹은  
Niagara District Junior Golf Tour 주최 토너먼트   

• 캐나다와 미국 챔피언십 규정 골프 코스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