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2015년 하계방학집중캠프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입니다.
2015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국내 속 해외연수 프로그램
방학집중반(Vacation Intensive Program)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교육기간
1기 : 15. 7. 27 ~ 8. 07(2주)
2기 : 15. 8. 10 ~ 8. 21(2주)

대

상

1기 : 중등 1학년 ~ 2학년
초등 3학년 ~ 6학년
2기 : 초등 3학년 ~ 6학년

교육비

신청기간

경기도민 : 110 만원

2015. 05. 18(월) ~

타시도민 : 120 만원

선착순 마감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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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광고에 대해 배워
보고, 슈퍼 히어로에 관
련된 영화 및 광고를 직
접 만들어보는 시간
요리 재료, 요리에 사용
되는 기구를 익히며 간
단한 음식을 만들어 보
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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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히어로에 대하여
배워본 뒤 그와 관련된
과학 실험을 하고, 일상
생활에서 히어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시간

DM

연극의 요소에 대하여
배운 뒤 팀 별로 스크립
트를 만들어 연극을 해
보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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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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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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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안내
입소일 오전 일정

출입국심사

영어마을에 입소합니다.

2주간 생활하는 호텔에서
Check in 해요.

Check In

Opening
Ceremony

프로그램 소개, 영어마을 생활 안내,
선생님 소개를 통해
서로의 얼굴을 익히게 됩니다.

입소일 오후 일정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4가지 영역의 레벨테스트를 통해
영어마을에서의 클래스가 나눠집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을 익히고
2주간 함께할 담임선생님을 만나요.

레벨테스트

기초
영어수업

영어캠프 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안내
및 안전교육이 진행됩니다.

숙소생활안내
및 안전교육

세부일정 안내
1주차 : 화요일 ~ 금요일(기초다지기)

담임선생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일상대화를 연습해요.

Home
Room

토의 및 발표 등을 통해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의 4가지 영역을 고루
학습합니다.

Language

ME, Cooking, Science, Drama &
Music등 학생들의 흥미를 고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공 별로 영어를
배웁니다.

전공수업

영어로 진행되는 다양한 보드게임으로
공부의 피로를 풀고,
피구, 프리즈비, 배드민턴 등
스포츠활동으로 심신을 단련해요.

연령, 성별에 따른 그룹별
활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협동심을 길러요.

Sports
Activity

House
Time

Evening

저녁수업으로 Hotel Time, Cinema
English, Dance party, Group Activity,
기타활동 등을 배웁니다.

Activity

세부일정 안내
1주차 : 토요일

Hotel time &
House time

기숙사 내에서 숙소 친구들과 함께
주중에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다음
주 수업을 준비하고 연령, 성별에 따른
하우스 활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협동심을 길러봅니다.

영어마을 에듀테이너들의 재밌는
영어뮤지컬을 관람해요.

English
Musical
Team
challenge
& Evening
Activity

팀간 협동을 배우고, 저녁수업으로
Hotel Time, Cinema English, Dance
party, Group Activity, 기타활동 등을
배웁니다.

1주차 : 일요일
기숙사 내에서 숙소 친구들과 함께 주중에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다음 주 수업을
준비하고 연령, 성별에 따른 하우스
활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협동심을
길러봅니다.

영어마을 인근에 있는 지역
명소로 현장 학습을 나갑니다.

Hotel time
& House
time

Field Trip

하우스 활동을 하고, 학생들이
장기를 마음껏 뽐내고, 영어마을
최고의 아이돌을 선발해요.

House time
& EV Idol

세부일정 안내
2주차 : 월요일 ~ 목요일(심화과정)

담임선생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일상대화를 연습해요.

Home
Room

토의 및 발표 등을 통해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의 4가지 영역을 고루
학습합니다.

Language

전공수업

연령, 성별에 따른 그룹별 활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협동심을 길러요.

영어로 진행되는 다양한
보드게임으로 공부의 피로를 풀고,
피구,프리즈비,배드민턴 등
야외활동으로 심신을 단련해요.

ME, Cooking, Science, Drama &
Music등 학생들의 흥미를 고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공 별로 영어를
배웁니다.

House
Time

Sports
Activity

Evening
Cinema English, Movie Night, Group
Activity, 담임과의 시간, 기타활동 기타활동
등을 배웁니다.

Activity

세부일정 안내
퇴소일

Home
Room

Review

Closing
Ceremony

담임선생님과 마지막 캠프생활을
정리하고 교감을 나눠요.

Language수업 전공수업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영어마을에서의 프로그램에 최종
정리와 2주간 이야기를 동영상을
보고 다음 만남을 기약합니다.

프로그램 특징

Everyday Superhero
How to be a superhero everyday
가정, 학교, 사회에서 훌륭하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누구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슈퍼히어로가 되는 우리
 슈퍼히어로 그룹활동을 통한 협동심 고취
 존중, 양보, 문화, 환경, 자원봉사를 주제로 한 수업을
통해 영어능력과 함께 지구촌 시민 의식을 배양
 영어글쓰기를 통한 자기 표현능력 증진

∙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한 캠프

• 700명 수용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캠프 시설
• 안전한 캠프를 위한 정기적인 직원 및 강사 교육
• 입소생 오리엔테이션 시 별도 안전교육 실시
• 양호실운영 및 인근 종합 병원 후송서비스 제공

활기찬 캠프 생활

•

기숙사에서 생활예절 배우기

•

언니, 동생이 생기는 새로운 경험

•

스스로 정리 정돈하는 습관 키우기

•

OUR HOME 에서의 맛있고 균형있는 식사
 대한민국 시장점유율 1위 급식업체
 LG 전 계열사, 두산, 포스코, 서울대학교, 건국대학교병원 등 급식 업체

2주간 함께 할 선생님

Come and Join us

NOW !

FAQ

*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
•
•
•
•
•
•

의류(평상복, 속옷, 양말, 수건, 운동복, 운동화, 슬리퍼)
생활용품(비누, 치약, 칫솔, 샴푸, 빗, 로션, 수건, 물통 등 )
개인필기도구
개인의약품 및 의료용품
Self Study 시간에 필요한 학교 숙제 및 도서
개인 용돈(5만원 내외)
반명함판 증명사진 2매, 주민등록 등본(경기도민의 경우)
체육활동을 위한 수영복, 수영모자, 물안경

클래스 및 숙소는 어떻게 배정하나요?
•
•

1개 클래스는 15~17명 내외로 구성되며,
입소일 레벨 테스트를 통해 클래스가 배정됩니다.
숙소는 1실 4~6명이 사용하며, 성별과 학년에 따라
배정됩니다.

단체생활 관련한 학생상담은 어떻게 하나요?
•

•

따돌림, 폭력행위를 조장하는 학생은 상담 후 퇴소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며 원활히 단체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및 지도 부탁드립니다.
자녀와의 통화 시 상기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교육담당자, 야간 생활지도 선생님, 주임강사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세탁은 해주나요?
•
•

입소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1주일 2회 이내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AQ

*

핸드폰 소지가 안되면 연락은 어떻게 하나요?
•

숙소 내 수신자부담 전화로 아침, 저녁 휴식시간에
학부모님께 입소생이 스스로 연락 할 수 있습니다.
• 아이에게 전할 소식, 당부 및 격려의 글은 홈페이지 내
‘자녀에게 쓰는 편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해당 내용이
당일 입소생에게 전달됩니다. (* 오후 5시 이후 게시글은 익일 전달)
• 온라인 다음 카페 운영

외박, 외출 및 면회가 가능한가요?
•

외출, 외박 및 면회 이후 자녀의 캠프 생활 의지가 저하되어
조기 퇴소하는 일이 빈번이 발생하므로 자제하여 주시고,
학부모님께서는 아이가 2주 과정을 잘 마칠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입금지 물품은 무엇인가요?
•
•

휴대폰, 고가의 전자제품(MP3, CD 플레이어, 노트북, 게임기 등)
성냥, 라이터, 칼, 가위, 담배, 주류, 본드, 도박용품 들
(* 해당 물품 적발 시 즉시 퇴소 조치되며, 캠프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캠프 자산 훼손 시 어떻게 되나요?
•

캠프 자산 파손 및 손실 시 개인변상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콜센터 전화 접수
1588-0554 / 031-956-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