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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er Dance Instruction

Dance New York



뉴욕에서 세계 최고의 ABT 강사진으로부터 발레를 배우고

원어민 영어수업과, 미국 동부 여행까지 한번에~

 
‘동기부여가 최고의 선생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경험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경험에 투자를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발레를 세계 최고의 선생님들로부터 배우고 언어와 문화를 하나로 배워나가는 Dance New York 의 교육철학은 학생들에게 

어디에서나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력과 자신감을 키워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프로그램 개요

- 커리큘럼: AMERICAN BALLET THEATRE® ("ABT") National Training Curriculum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의 네셔널 트레이닝 

커리큘럼)

- 지역: 뉴욕 맨하탄 

- 기간: 2019년 7월 22일(월) – 8월 16일(금) 4주

- 대상: 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2학년 

- 인원: 선착순 30명 - 인원: 선착순 30명 

- 숙박: 맨하탄의 심장부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매리어트 계열사 4성급 호텔 (4인 1실)

- 비용: $11849 (4주) 

불포함 내역: 국적기 왕복 항공료, 개인용돈, 여권 인지대, 1:1 Private lesson(옵션), 추가 인솔자 비용(중학교 3학년 이하 

학생적용 - $850), 주 1회 빨래비용($100) 불포함

- 항공: 대한항공 혹은 아시아나 항공

- 예금주: 

1.1. 김정수 (댄스 뉴욕) / 신한은행: 110-500-905146

2. 댄스 뉴욕지사로의 송금



캠프 구성  
매일 매일 이뤄지는 고강도의 레슨 + 원어민과의 영어 수업 

+ 미국 문화 체험 (음식 및 공연 관람) + 주말 관광

(뉴욕, 보스턴, 워싱턴)

뉴욕에서 세계 최고의 ABT 강사진으로부터 발레를 배우고, 

실력 있는 원어민으로부터 빠르게 영어 실력도 향상시키며, 

미국 문화 체험(다양한 음식, 공연관람, 주말 여행)을 하며 

더 큰 세상을 봅니다. 뉴욕의 심장부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매리어트 계열사 4성급 호텔에 머물면서 캠프 인솔자의 

지도 아래 24시간 케어를 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합니다. 

매일 이뤄지는 발레 레슨 외에도 학생들은 모던, 힙합, 매일 이뤄지는 발레 레슨 외에도 학생들은 모던, 힙합, 

캐릭터 등을 배울 기회가 주어지며, 주 1회 ABT 마스터 

클래스 와 ABT 무용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더 큰 세상을 보며 발레 테크닉의 시야를 

넓히고 세계 최고의 발레 교육을 경험하게 됩니다.

뉴욕에서의 2019년 여름
뉴욕의 여름은 1년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계절 입니다. 

단기 캠프 동안 학생들은 뉴욕에서 열리는 이벤트및 

다양한 과외 활동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재미 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화를 배우고 영어 

수업에서 배운 표현들을 직접 써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어학실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Dance New Dance New York 은 발레 캠프 뿐만 아니라 뉴욕에서 

접할 수 있는 많은 볼거리를 통해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 

줄 것입니다. 

070 - 8624 -2001 (댄스 뉴욕 직통)

02 - 599 - 9591 (종로 유학원 캠프 직통) - 수속관련 상담

- 모든 상담 가능 (오전 10-1시)

info@dancenewyork.org

KakaoTalk: DanceNewYork

Instragram: #dancenewyork_ballet

캠프 개요



프로그램 특징 



-  문화의 중심지, 맨하탄의 심장부인 타임스퀘어에서 매리어트 호텔 계열사 4성급 호텔에서 안전하게 생활합니다. 

-  침구 변경, 방 청소는 매일 매일 이뤄지며, 학생들의 빨래는 1주일에 한번 옵션으로 주어 집니다. ($100/주)

-  아침과 점심은 호텔 혹은 스튜디오 근처의 식당에서 제공되어 미국음식을 다양하게 체험합니다. 

-  24시간 캠프 인솔 선생님의 지도아래 생활하여 안전합니다. 

-  문화의 중심지, 맨하탄의 심장부, 잠들지 않는 타임스퀘어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동기 부여를 가지게 됩니다. 



수료식
캠프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고강도의 무용 레슨과, 영어 수업, 마스터 클래스, 무용수와의 만남들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는 

수료식이 있습니다. 

-  하루에 4클래스 이상 진행되는 스케줄에 따라 여분의 검정색 레오타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여름이고 땀을 많이 흘린다는 

가정하에 하루에 두 세벌의 레오타드를 갈아 입을 수 있도록 넉넉히 준비해 오도록 합니다. 검정색 외에 어두운색의 여분의 

레오타드를 준비 합니다. 

-  빨래는 일주일에 한번 옵션으로 진행이 되니, 학생들은 검정색 레오타드, 핑크색 타이츠, 검정색 타이츠는 꼭 여유 있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매일 매일 진행되는 포인트 클래스에 따라 여분의 포인트 슈즈. 토패드등 그 외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꼭 챙겨 주셔서 

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프레이, 반창고, 발목 보호대, 발톱 깍기, 토 테잎 등등) 또한 토슈즈는 끈이 끊어 지지 않도록 미리 끈을 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프레이, 반창고, 발목 보호대, 발톱 깍기, 토 테잎 등등) 또한 토슈즈는 끈이 끊어 지지 않도록 미리 끈을 

단단히 매어 오고, 여분의 토슈즈는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  캠프 기간내 토슈즈를 다 사용하여 불편하지 않도록 여분의 토슈즈를 준비해 오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토슈즈를 

한켤레 신는 학생은 4켤레의 토슈즈와 여분의 토슈즈를 꼭 준비해 오도록 합니다.)

-  검정색 레오타드는 무난한 디자인으로 어깨 끈이 흘러내리거나 너무 많이 파이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불폄함을 초래하는 

디자인은 삼가 해 주시면 됩니다. 

-  학생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물병을 준비하고, 토슈즈와 슈즈 등을 넣을 수 있는 무용 가방을 준비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  단정한 머리를 위해서 검정색 헤어망, 실핀, U핀등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  단정한 머리를 위해서 검정색 헤어망, 실핀, U핀등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  발레 레슨 이외에 캐릭터, 힙합, 모던 레슨을 대비해, 학생들은 캐릭터 슈즈, 캐릭터 스커트,힙합 스니커즈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 궁금한점은 꼭 이메일, 전화로 문의하여 발레캠프를 진행하는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합니다. 

전화: 070 - 8624 - 2001 (뉴욕 직통 전화로 오전 10시 - 1시에 통화 가능합니다. )

이메일: info@dancenewyork.org 

Dance New York 과 종로 유학원이 함께하는 고품격 발레 캠프
-  Dance New York 은 최초로 한국, 중국, 대만등 아시아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 뉴욕에서 ABT Certified 강사진들로 구성된 

발레 캠프를 진행합니다. 

-  인솔자가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며 캠프 참가자 개인 개인이 더 큰 성장을 하고 큰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  사진 및 동영상 등 세심한 업데이트를 통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끼게 됩니다.

발레 캠프 시 꼭 필요한 물품들 



Sample 일일 일정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