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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yowontravel.co.kr인스타그램 : 교원여행

찾아가는
해외체험학습 & 영어캠프 설명회
단체 문의시(10명 이상)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10만원 할인 20만원 할인

<해외 체험학습> <해외 영어캠프>

카카오톡에서 친구추가 하세요.교원여행

또 하나의 선물

추억의 사진이
담긴 USB를

보내드립니다.

Early Bird Promotion

사전 예약 할인 이벤트

해외체험학습
& 영어캠프

2018 SUMMER

해외체험학습
& 영어캠프

2018 SUMMER

해외체험학습
& 영어캠프

2018 SUMMER



“우리 아이의 꿈을 위한 여행”

교원여행 해외 체험학습 소개

르네상스 이탈리아&프랑스 그랜드투어

인문학 영국 그랜드투어

스페인 건축예술 탐방

미동부 아이비리그 명문대 탐방

블라디보스 ‘톡’ 문화 탐방

2018 하계 해외체험학습&영어캠프 이벤트 안내

싱가포르 퍼펙트 문화 탐방

21세기, 신사유람단 - 일본편

서안 고고학 역사 탐방

대만 다이나믹 문화 탐방

해외 체험학습 갤러리&참여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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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여행 해외 영어캠프 소개

필리핀 영어 몰입캠프 4주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영어캠프 4주

괌 스쿨링캠프 4주

호주 스쿨링캠프 4주

캐나다 영어캠프 4주

해외 영어캠프 갤러리&참여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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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부

America
01

중국(서안)

일본(오사카, 교토)

대만

싱가포르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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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괌

호주

캐나다

English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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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여행

해외 체험학습을 소개합니다.

미래의 꿈과

비전수립을 위한

프로그램

아이의 독립심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적인

교육만을 위한

알찬 프로그램

20년 전통의 교원여행

해외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소중한 자녀분의

해외 현장학습을 책임집니다.

2018 하계 해외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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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창의융합형’ 인재는 6가지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글로벌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

학생들 입맛에 맞춘
다양한 식사 및 특식 제공03

테마에 충실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06

교원여행만의 차별화된 일정04

품격있는 4~5성급 호텔
편안한 휴식 제공02

전 일정 교원여행 가이드,
인솔 선생님 동행01

전 프로그램 3 NO
NO 팁, NO 옵션, NO 쇼핑05

SUMMER

해외체험학습 & 영어캠프
2018 SUMMER

이탈리아&프랑스

영국

스페인

러시아(블라디)

Europe
01
02
03
04

학부모님들의 선택, 왜 교원여행 해외 체험학습일까요?

}

글로벌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

지식정보처리

의사소통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정보처리 능력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존중하는 능력

창의적 사고자기관리

다양한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국제적 안목심미적 감성

타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공감,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출발일

항공편

정상가

회원가

참가인원

포함 및
특전사항

2018. 08. 03 ~ 08. 11 (7박 9일)

      아시아나 항공

5,190,000원

5,090,000원

20~30명

항공, 숙박, 여행자보험, 체험학습 교재,
가이드/기사/식당 팁, 물값 포함

르네상스와 함께 꽃피운

이탈리아 & 프랑스 그랜드투어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는 시대! 르네상스를 만나다!

9일

❖ 상기일정은 항공일정과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급격한 환율변동과 항공 유류세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이길 수 없는 인간 유일의 영역 인문학!

“역사는 시대를 반영하고, 시대는 인재를 반영한다.” 단일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빠른 지식 습득과 

정보처리능력, 창의성을 요구하는 르네상스 인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사의 큰 패러다임을 남긴 르네상스를 통

하여 예술, 문학, 과학 등 다양한 소양을 갖춘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베네치아

파리

피렌체

간략일정

이탈리아, 프랑스 2개국

르네상스의 꽃, 피렌체 속으로 후기 르네상스의 중심지 베네치아

15~16세기에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인재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메디치 가문 덕분에 많은 인문학자, 

과학자, 예술가들이 피렌체 모여들면서 그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었다.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걸작품을 만나보자.

15세기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이자,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베네치아

로 르네상스 후기 많은 예술가들이 이동하였고, 후기 르네상스의 중심시가 되

었다. 특히 로마와 함께 이탈리아 교회 음악의 중심지로, 르네상스 음악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에게 주어진 과업은 바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제작하는 

것. 많은 고통을 이겨내고 4년이란 시간을 홀로 천장화에 투자하여 마침내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 크기의 천장화가 탄생하였다. 

르네상스 3대 거장 화가 :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르네상스 회화의 정점,

모나리자

창의융합 인재의 표본!

레오나르도 다 빈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상

화 중 하나인 모나리자! 바로 

르네상스의 거장 다 빈치의 

작품이다. 붓 자국 하나 보이

지 않는 스푸마토(흐릿한)기

법으로 인물의 윤곽선을 흐

릿하게 처리하여 작품 속 여

인이 신비롭게 보인다.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적 미술가·과학자·기술자·

사상가이며 15세기 르네상스

미술은 그에 의해 완벽한 완

성에 이르렀다고 평가받는다.

로마

그랜드투어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

반까지 유럽, 특히 영국 상

류층 자제들 사이에서 유행

한 여행을 말한다. 주로 고

대 그리스 로마의 유적지와 

르네상스를 꽃피운 이탈리

아, 세련된 예법의 도시 파

리를 필수 코스로 밟았다.

르네상스 전문가 – 하지은 교수

- 현)홍익대학교 문화예술평생교육원 강사

   <유럽여행을 위한 서양미술사> <서양미술사>강의

- 고려대학교 서양사학과 졸업

-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박사과정 수료

   [저서]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근세 유럽의 미술사』(2010, 공저)

    『서양 미술 사전』(2015, 공저)

*참가인원 20명 이상 출발 시 하지은 교수와 동행합니다.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사전 강의) 진행 예정

전문가와 함께하는

그랜드 투어!

❖ 이탈리아 이동 : 전용버스

❖ 베네치아-파리 : 항공

로마(3박)

피렌체(1박)

베네치아(1박)

파리(2박)

바티칸박물관, 성베드로 대성당, 콜로세움, 판테온 신전,
보르게세 미술관 등

미켈란젤로 언덕, 두오모 성당, 우피치 미술관, 시뇨리아 광장

산마르코 광장, 두칼레궁, 탄식의 다리, 곤돌라 탑승,
베니스 종루

루브르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베르사이유 궁전, 에펠탑,
개선문, 세느강 유람선 탑승, 오랑주리 미술관

글로벌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지식정보처리



❖ 상기일정은 항공일정과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급격한 환율변동과 항공 유류세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출발일

항공편

정상가

회원가

참가인원

포함 및
특전사항

2018. 08. 08 ~ 08. 15 (6박 8일)

      아시아나 항공

5,290,000원

5,190,000원

20~30명

항공, 숙박, 여행자보험, 체험학습 교재,
가이드/기사/식당 팁, 물값 포함

인간과 문학의 향연

영국 그랜드투어

뿌리가 튼튼한 인재로 성장하자!

8일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려면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속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적성에 맞는 자기 진로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힘! 과거와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힘!

어려운 인문학을 쉽게 접근하고 책을 읽어야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영국 인문학 그랜드 투어 입니다.

블랙번

간략일정

영국

❖ 영국 내 이동 : 전용버스

박물관&미술관

학교

인문학

문화&체험

공연

대영박물관, 내셔널 갤러리, 스톤헨지, 원저성

옥스포드 대학, 원체스터 칼리지

윌리엄 셰익스피어, 브론테 자매, 윌리엄 워즈워스,
베아트릭스 포터(피터 래빗)

맨체스터 축구장 투어, 해리포터 스튜디오, 원더미어
호수 유람선

웨스터앤드(레미제라블 or 라이온킹)뮤지컬 관람

글로벌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

심미적 감성 지식정보처리 의사소통

맨체스터

옥스포드

런던

블루뱃지 가이드와 함께하는 그랜드 투어

* 블루뱃지 영국공인 가이드(Blue Badge Tourist Guide)란?

- 영국관광청 공인가이드로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가장

   높은 단계의 가이드 자격

- 영국을 대표하는 명소 내부해설을 할 수 있는 자격

-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약 500명이 활동 중이며

   한국인 가이드는 10명

- 2년간의 수업과 실습, 12번의 자격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수료 가능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NO 1. NO 2. NO 3.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타디움 탐방(내부) 해리포터 스튜디오-워너 브라더스(내부) 웨스트엔드에서 뮤지컬 감상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대표적인 극작가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로미오와 줄리엣>, 

<베니스의 상인>등 많은 희곡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6~17세기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하에 식민지가 늘어나고 국력이 강해지는 시기였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서 그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학의 영향을 주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 1. 햄릿  2. 오셀로  3. 리어왕  4. 멕베스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가 맹활약했던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의 경기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를

탐험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시간

세계적인 뮤지컬 레미제라블 or 라이온킹

뮤지컬을 관람하는 시간

세상에서 가장 사랑 받는 토끼

여성은 학교에 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던 1900년대 영국 런던, 이때 작은 동물

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한 소녀가 있었다.

    “나는 새롭게 만들어내는 일은 못하겠어요. 그저 보이는 대로 따라 그릴 뿐이죠”

                                                                                         - 베아트릭스 포터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들의 아주 작은 매력을 포착하고, 보이는 그대로 옮기려고 

노렸했던 베아트릭스의 토끼가 오늘날 피터래빗이 되었다.

영국의 가장 오래된 아름다운 대학도시

런던에서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옥스포드는 영국의 대학역사의 시작이자 

수많은 정치 지도자, 작가, 학자들이 탄생한곳이다. 특히 세계에서 유일하

게 성당이면서 동시에 대학인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가 있다.

영국 즐겨보자! TOP 3

*뮤지컬은 출발 2~3주전 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출발일

항공편

정상가

회원가

참가인원

포함 및
특전사항

2018. 08. 14 ~ 08. 21 (6박 8일)

      대한항공

4,190,000원

4,090,000원

20~30명

항공, 숙박, 여행자보험, 체험학습 교재,
가이드/기사/식당 팁, 물값 포함

예술과 과학의 결정체

스페인 건축예술 탐방

모든 양식의 건축물들이 살아 숨쉬는 곳

8일

유럽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로 뽑힌 스페인!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융합이 되어 독특하고 다양한 양식을 가진 스페인 건축물.

특히 바르셀로나에서는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신적인 건축작품(자연친화+공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독창적으로 표현한 융합의 산물인 가우디의 건축물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간략일정

스페인
축구 박물관

미술관

세계유산
건축물

문화

레알 마드리드(산티아고 베르나베우), FC바르셀로나(캄프누)

프라도 미술관(세계 3대 미술관), 피카소

알람브라 궁전, 톨레도 역사 도시, 세비야 대성당,
가우디 건축물(성가족 성당, 구엘공원, 카사밀라, 카사바트요)

스페인광장, 누에보 다리, 람브라스 거리(보케리아시장),
유대인 거리 등

글로벌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

심미적 감성 지식정보처리창의적 사고

국제적으로 시청률이 가장 

높은 축구 경기 중 하나로, 

스페인리그 최대 라이벌인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

셀로나의 더비 경기를 ‘엘 

클라시코’라 부른다. 특히 

두 팀을 대표하는 크리스티

아누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 

선수는 세계 최고의 축구선

수로 평가 받고 있다.

전 세계 축구팬들이

주목하는 엘 클라시코

엘 그레코, 벨라스케스, 고야, 티

치아노, 루벤스의 수많은 걸작들

이 전시되어 있으며, 미술 회화 

작품만 8,000점 가까이 보유하

고 있다. 특히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 벨라스케스의 ‘시녀

들’, 고야의 ‘카를로스 4세와 그의 

가족’, ‘옷을 벗은 마하’, ‘옷을 입

은 마하’은 프라도 미술관의 대표

작들이니 꼭 감상해보자.

마드리드가 들려주는

꿈의 그림 속으로,

프라도 미술관(세계3대 미술관)

바르셀로나의 영혼, 그 이상 안토니 가우디

세계적인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건축작품(사그라

다 파밀리아 성당, 구엘공원, 카사밀라, 카사 바트

요 등)을 바르셀로나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130여년이 지난 지금도 건설중인 사그라다 파밀

리아 성당은 신세계라 불릴 정도로 기하학적인 성

당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는 가우디의 천재성을 느

낄 수 있다.

❖ 상기일정은 항공일정과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급격한 환율변동과 항공 유류세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슬람 건축물, 알람브라 궁전

스페인의 마지막 이슬람 왕조인 나스르왕조가 세운 궁전으로써 섬세한 기둥과 치밀하게 짜여진 벽면 

장식은 이슬람 미술의 정점을 형성하고 있다. 유럽에서 현존하는 아랍 건축물 중 가장 뛰어난 궁전으

로 알려져 있으며, 1984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 ‘시녀들’-벨라스케스

▲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 ‘구엘공원’

▲ ‘카사밀라’▲ ‘카사바트요’

마드리드

꼬르도바

그라나다세비야

바르셀로나



보스턴

뉴욕

워싱턴 D.C

모두가 잠잘 시간에 세계에서 가장 노력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학생들과 교수들이 대학 도서관에 가득 차 있다. 

하버드인들의 특별함이 있기에 8명의 미국 대통령, 7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이 될 수 

있었다. ‘성공’과 ‘천재’라는 단어 대신, ‘꿈’과 ‘노력’이라는 단어를 재학생 선배와의 간담회를 통해 느껴보자!

졸업 인물 : 루스벨트, 존 F.케네디, 버락 오바마, 반기문,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

새벽 4시 반에 하버드 대학생들은 어디에?

❖ 상기일정은 항공일정과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급격한 환율변동과 항공 유류세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의 영원한 라이벌,

예일대학교

미국에서 3번째로 오래된 대학이자,

하버드의 강력한 라이벌인 예일은 전

통적으로 미식축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하버드와 경쟁하고 발전해 

온 세계 최고의 인문교양 대학이라 불

린다. 특히 법과대학(로스쿨)은 늘 하

버드를 제치고 1위로 평가 받고 있다.

졸업 인물 : 제럴드 포드,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폴 크루그먼 등

❖ 상기일정은 항공일정과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급격한 환율변동과 항공 유류세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공학대학의 대표주자,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이공계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꿈꾸는 곳이라 불릴 정도

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8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

한 대학이다. 공학, 건축, 전기, 과학, IT 관련 수재들의 생활모

습과 미래의 과학을 만나보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자.

※ 2012년에 MIT 학생들이 

건물에 레이저 영상을 투영시

켜 테트리스를 만들었던 일화

※ 1994년 MIT 학교꼭대기 돔에 

경찰차를 분해해서 올려놨었던 

유명한 경찰차

출발일

항공편

정상가

회원가

참가인원

포함 및
특전사항

2018. 08. 07 ~ 08. 15 (7박 9일)

      아시아나 항공

5,090,000원

4,990,000원

20~30명

항공, 숙박, 여행자보험, 체험학습 교재,
가이드/기사/식당 팁, 물값 포함

드림하이

미동부 아이비리그 명문대학교 탐방

아이비리거를 꿈꾸다!

9일

답답한 교실에서 벗어나 하버드 � 예일 � 프린스턴 � 컬럼비아 �유펜 대학교 등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교와 MIT 대학교를 방

문하여 현지 재학생 선배들과 캠퍼스 투어 및 간담회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보고 

꿈을 설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워싱턴DC, 뉴욕, 보스턴 문화탐방으로 여행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간략일정

미동부

글로벌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

국제적 안목 자기관리의사소통

대학교

박물관

역사

문화

하버드, 예일, MIT, 프린스턴, 유펜, 콜럼비아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항공우주박물관

UN본부(내부), 백악관, 국회의사당(내부), 링컨기념관, 제퍼슨 기념

관, 한국전 참전용사비

자유의 여신상(유람선), 보스턴 퀸시마켓, 자유의 종, 타임스퀘어, 

센트럴파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 아이비리그 재학생과 간담회



마트료시카는 나무로 만든 러시아의 인형이다. 몸체 속에는 조금 작은 인형이 들어가 있으며 몇

회를 반복하는 상자 구조로 되어 있지만 여섯개 이상인 경우가 많다. 마트료시카라는 이름은 러

시아어로 어머니의 뜻의 ‘마티’에서 나왔다는 설이 유력하다.

인형 안에서 인형이 계속 나오네~~!!

우스리스크에서 만난 우리 역사속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헤이그특사 3인 <이상설, 이위종, 이 준>

고조선에서 발해까지 한민족과 역사를 함께 했던 땅.

함경도인이 건너와 신한촌을 세워 러시아 최초의 한인마을이 있던 땅.

영문도 모른체 중앙아시아 벌판에 버려진 고려인들의 아픈역사가 묻어있는 땅. 

일제강점기 수많은 한인들이 학살당하고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던 땅.

하지만 우리는 이땅에 대한 역사인식은 인색하다.

러시아 땅에서 일어난 역사라는 이유만으로……

고종의 마지막 희망은 헤이그 만국평화 회의였다. 1907년 고종은 이상설, 

이위종, 이 준 세사람을 특사로 보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다. 현재 우스리스크 수이푼 강가에는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했던 이상설 

선생의 기념비가 러시아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세워져있다.

❖ 상기일정은 항공일정과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급격한 환율변동과 항공 유류세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출발일

항공편

정상가

회원가

참가인원

포함 및
특전사항

2018. 08. 03 ~ 08. 06 (3박 4일)

      대한항공

1,990,000원

1,890,000원

20~30명

항공, 숙박, 여행자보험, 체험학습 교재,
가이드/기사/식당 팁, 물값 포함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유럽 "러시아"

블라디보스 '톡' 문화 탐방

유럽의 매력적인 건물과 우리나라 역사를 만날 수 있는 동양의 진주!

4일

블라디보스톡은 ’동방을 지배하라’는 뜻을 가졌으며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위한 교역항구 겸 군항의 도시이다. 

시베리아 횡단열차 시발점이자 종착역으로 고조선에서 발해까지 한민족의 역사를 함께 했던 곳이기도 하다.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던 역사 깊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우리 역사를 만나보자!

간략일정

블라디보스톡

글로벌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

의사소통

박물관

체험

문화

우리역사
탐방

C-56 잠수함 박물관, 아르세니예프 향토박물관

마트료시카 채색체험, 러시아 민속가무단 공연관람 및 체험,

중새 문화체험

독수리 전망대, 혁명광장, 민속촌, 개선문, 성모승천 대성당,

레닌동상, 율브리너 생가 및 동상, 아르바트 거리, 극동대학교

최재형 선생 거주지, 고려인 역사박물관, 거북이 공원, 발해절터.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 유허비, 신한촌 기념비

심미적 감성 국제적 안목

▲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님▲ 고려인 역사박물관 내부 ▲ 안중근 의사 기념비 ▲ 이상설 선생님 유허비

러시아 문화 체험프로그램

❶ 마트료시카 채색체험 ❷ 러시아 민속무용과 음악 ❸ 중세 민속촌

내가 직접 예쁘게 채색하여 나만의 마트료시카

인형을 만들어 보아요!

러시아 민속 무용단의 흥겨운 노래와

춤을 배워보고 다함께 게임도 해보아요!

중세 생활풍습과 여러 놀이기구를 타보며

재미있게 옛 중세문화를 느껴보아요!



싱가포르

❖ 상기일정은 항공일정과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급격한 환율변동과 항공 유류세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약 600종, 8,000마리의 새들이 서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새공원으로써, 

전 세계의 새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드 넓은 숲에 

마련된 새들의 천국에서 펭귄, 홍학, 코뿔새, 앨버트로스, 펠리컨, 앵무새, 

진홍잉꼬새, 찌르레기 등 평소에 보기 힘든 다양한 새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화려한 버드 쇼도 감상해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새공원이 싱가포르에?

어린 시절 정신없이 레고를 조립하던 사람들, 레고 개발자가 되다?

여섯 개의 블록으로 무려 9억 1,500만 개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장난감이며 ‘재미

있게 놀다’ 라는 뜻의 LEGODT (덴마크어)에서 LEGO로 부르게 되었다. 아마도 어릴적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아본 사람들은 레고 디자이너 혹은 모델 제작자라는 직업을 한번쯤은 꿈꾸어 보았을 수 

있다. 하루동안 마음대로 레고 놀이에 흠뻑 빠져 즐겨보고 레고 디자이너란 직업을 꿈꾸어 보자!!

센토사에서 만나는

다이나믹하고

익사익팅한 루지

루지(Luge)는 싱가포르의 센

토사,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만 만나볼 수 있는 시설로, 

구불구불한 내리막길을 직접 

속도를 조절하며 내려가는 

다이나믹하고 익사익팅한 

스피드를 만끽할수 있는 놀

이기구이다.

도시 속의 거대한 정원 

가든 바이 더 베이

가든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는 싱가포르 정부

의 감독하에 지어진 이곳은 

‘도시 속의 정원’이라는 컨셉

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대규모

의 열대 숲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다.

전문 스카이다이버들과 함께 스카이다이빙의 스릴과 흥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가 될 거에요. iFly 싱가포르에서 스카이다이빙을 즐긴 후에는 진짜 비행기를 타고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어질지 몰라요!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스카이다이빙을 경험

해 볼까요?

iFly 싱가포르~

출발일

항공편

정상가

회원가

참가인원

포함 및
특전사항

2018. 08. 07 ~ 08. 11 (3박 5일)

      싱가포르 항공

2,190,000원

2,090,000원

20~30명

항공, 숙박, 여행자보험,체험학습 교재,
가이드/기사/식당 팁, 물값 포함

퍼펙트!

싱가포르 문화 탐방

다양한 문화와 익사이팅한 체험이 하나되는 곳

5일

도시 어디에서나 다색다종의 현지인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하고 아시아의 모든 음식이 모여 있는곳! 도시 속 정원이 매

력적인 싱가포르로 떠납니다. 아시아 최대규모의 조류공원, 누구나 한번쯤 꿈꿔온 레고랜드 방문, 익사익팅한 루지&스카이 

다이빙 체험, 아시아 거리 문화탐방까지 한번의 여행으로 세계일주의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익사익팅한 프로그램입니다.

간략일정

싱가포르

글로벌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

의사소통국제적 안목

박물관

문화

체험

쥬롱새공원, 가든 바이 더 베이

 
센토사섬, 리틀인디아, 차이나타운, 아랍거리, 클라키,

머라이언파크

말레이시아 레고랜드, 루지, 리버보트, 아이플라이 스카이 다이빙,

마리나베이 호텔 스카이파크(전망대), 케이블카
창의적 사고



출발일

항공편

정상가

회원가

참가인원

포함 및
특전사항

인천출발 - 2018. 08. 05 ~ 08. 08 (3박 4일)

부산출발 - 2018. 08. 05 ~ 08. 08 (3박 4일)

       아시아나 항공 /                       에어부산

1,890,000원

1,790,000원

20~30명

항공, 숙박, 여행자보험, 체험학습 교재
가이드/기사/식당 팁, 물값 포함

❖ 상기일정은 항공일정과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급격한 환율변동과 항공 유류세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정밀기기를 비롯해서, 의료기기, 항공기기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그 분야의 세계 1위.

또한 2002년 이 회사 연구원(다나카 고이치)이 노벨화학상을 수상하였다.

“과학이란 교과서에 씌어 있는 대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생각하고 발견하는것이야 말로 즐거운 일이다.”           –다나카 고이치

머리 좋은 사람 < 열심히 하는 사람 < 좋아서 하는 사람

과학자NO, 대학교수 NO! 평범한 회사원이 노벨상을 타다

다나카 고이치(시마즈 제작소)

천 년의 땀과 눈물과 정성을 바친다

1,016년 인절미 떡가게 이치와

150년 전통의 화과자 전문점

칸슌도

아시아 최초로 지어진 할리우드 영화 주제의 테마파크,

유니버셜 스튜디오

서기 1,000년도에 개업!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오래된 가게이다. 24대 째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비결은 최고의 재료로 조상들의 정신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남이 크게 알아주지 않는 떡장사일지는 모르지만 천년간 조상이 내려준 전문

기술을 가지고 제일 맛있는 떡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동일

한 맛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1,000년 공유될 수 있는 신화, 스토리를 찾아 떠나보아요.

6대에 걸쳐 대대로 기술을 전수하고, 새로운 과자를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 화과자 전문점. 1865년, 창업 이래 150여 년간 화과자의 전통을 잇고 있

다. 장인에게 직접 배우는 화과자 만들기에 동참하여 내 손으로 화과자를 만들

어보아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는 해리포터, 쥬라기공원, 미니언즈, 스파이더맨 등 

다양한 테마로 되어진 세트장과 어트랙션이 있다.

교토
오사카

장인정신으로 승부하라

21세기, 신사유람단 - 일본편

4일
글로벌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

국제적 안목

1.

2.

3.

일본(3146개)

독일(837개)

네덜란드(222개) 등 

국가별 200년 이상
장수기업 현황 세계 1위

대를 잇지만 어제와 똑같지 않다.
일본만의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100~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술을 연마해 온 사람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가업에 가치를 두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트랜드를 연구하는 기업정신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장인정신의 현장(교토)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경쟁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학생들의 꿈의 

방향을 물어봅시다. 

간략일정

교토/오사카 4일
기업

세계문화유산

체험

시마즈 제작소(142년의 역사 - 정밀기기 1위)

이치와 떡집(1016년 - 인절미 구이)

오사카성, 청수사, 금각사, 이조성

전통 화과자 만들기(150년 - 칸슌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자유이용권), 료칸(다다미방 - 숙박)

교토 기온거리, 덴덴타운(전자상가 거리)

자기관리 심미적 감성



❖ 상기일정은 항공일정과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급격한 환율변동과 항공 유류세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일정은 항공일정과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급격한 환율변동과 항공 유류세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진시황제의 사후세계를 위한 친위군단으로 추정되는 병마용은 현재 4개의 

갱이 발굴되었고 8천여개의 모형(병사&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도

용들이 독특한 표정과 무기, 의복, 머리모양이 다르고 자세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군대를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고 한다.

본묘 주위의 수많은 갱도 가운데 일부만 발굴하여 최신기술의 유리벽과 유

리복도를 설치해 놓아 발 밑의 유리를 통해 출토된 각종 도용과 출토문물을 

자세히 감상할수 있으며 이곳 역시 진시황릉처럼 실제 세상을 무덤 속에 재

현해 놓았다.

중국 옛 유물들을 발굴해보면서 문화재 발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져보자! 중국 전통문화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원가촌에서 중국전통 염색기술로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체험을 해보자! 

세계문화유산의 관심과 유물의 중요성을 알수 있는 

시간으로 고고학 전문가 선생님의 중국역사 강의와 

“강과 함께 시작된 중국” 북아트도 만들어보자!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자 세계문화유산, 병마용 중국 최초의 현대화된 지하유적 박물관, 한양릉

대명궁 고고학 발굴 보존체험 전통기술의 염색인쇄 체험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고고학 전문가 역사강의

& 중국 북아트 만들기

400년 역사를 지닌 서안의 대표적인 전통 건축양식 고씨장원,

그림자 인형극

고대 유럽으로 통하는 무역로 시작점,

실크로드 기념동상

고씨 집안의 반가로 400여년전 고악송이라는 사람이 12세에 문관을 뽑는 시험에서 2등을 하여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자택으로 총 객실수는 86개중 56방을 개방하여 볼 수 있다. 명•청시대의 

건축예술, 고가구, 고대악기, 글씨, 그림과 전통 악기와 노래로 설명되는 그림자 인형극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다.

실크로드란 비단길이라는 뜻으로 동방에서 서방으로 간 

대표적 상품이 중국산 비단이었던 데에서 유래되었다. 고

대 유럽으로 통하는 무역로인 실크로드가 시작된 지점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곳이다.

출발일

항공편

정상가

회원가

참가인원

포함 및
특전사항

1차 - 2018. 08. 08 ~ 08. 11 (3박 4일)

2차 - 2018. 08. 15 ~ 08. 18 (3박 4일)

       대한항공

1,490,000원

1,390,000원

20~30명

항공, 숙박, 여행자보험, 체험학습 교재, 중국 북아트, 
중국단체 비자, 가이드/기사/식당 팁, 물값 포함

서안

고고학의 놀라운 발견

중국 고고학 역사탐방

4일
글로벌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

중국 고고학의 ‘新’ 발견 신비로운 고대 문화속으로
오천 년의 중국역사를 볼 수 있는 역사의 도시 서안에서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온 중국의 역사, 문화, 미술, 생활풍습, 유적

지를 탐방합니다. 역사학적 가치가 뛰어난 세계문화유산을 직접 보면서  무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보고 고고학 발굴 

보존체험을 함으로써 고고학자의 꿈을 펼쳐보자!

간략일정

중국 서안
유네스코 세계유산

역사

문화

체험

진시황릉, 병마용갱

화청지, 한양릉, 서안성벽, 비림, 실크로드 기념동상,

고고학 전문가 역사 강의

원가촌, 회족거리, 대안분수쇼, 고씨장원 그림자 인형극

고고학 발굴 보존체험, 에코백 염색 인쇄 체험,

북아트 만들기 체험

심미적 감성 창의적 사고 지식정보처리



타이페이

출발일

항공편

정상가

회원가

참가인원

포함 및
특전사항

인천출발 - 2018. 08. 02 ~ 08. 05 (3박 4일)

부산출발 - 2018. 08. 02 ~ 08. 05 (3박 4일)

          타이항공 /                       에어부산

1,290,000원

1,190,000원

20~30명

항공, 숙박, 여행자보험, 체험학습 교재,
가이드/기사/식당 팁, 물값 포함

매력만점

대만 다이나믹 문화 탐방

4일
글로벌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

다양한 매력이 공존하는 문화속으로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는 활기 넘치고 화려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도시입니다.

순수한 자연이 선물한 놀라운 풍광을 볼 수 있는 야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지우펀 등 신기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대만에서 색다른 문화체험을 느껴보세요.

간략일정

심미적 감성 창의적 사고

타이페이
박물관

자연

문화

체험

국립 고궁박물관, 과학 교육관, 미니어처 박물관

야류 해양지질공원

타이페이 101전망대, 충렬사, 지우펀, 용산사, 서문정 거리

펑리수 만들기, 풍등 날리기, 망고빙수 맛보기

아시아 최고 수준의 컬렉션을 자랑하고, 5천년의 중국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곳.

중국 황실의 진귀한 보물들은 이곳에 다 모여있다고 한다. ‘왜’ 중국의 보물들이 대만에 있을까?

현재 고궁박물관의 보물들은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 장제스가 1949년 대만으로 도주하면서 가져갔기 때문이다.  

대표 유물 : 취옥백채, 육형석, 상아투화운룡문투구, 진조장 조감란핵주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가 대만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배경이 된 지우펀 마을

알록달록한 풍등에 소원을 적어 날려보내는

풍등 날리기 체험

자연이 빚어낸 최고의 조각품, 야류 해양공원

수천 년의 세월에 걸쳐 바다의 침식작용이 만들어낸 기암석이 펼쳐져 있는 곳

이다. 이곳의 바위들은 세계 지질학계에서 중요한 해양 생태계 자원으로 평가

받는 한편, 다양한 조각물들은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준다. 대표적인 선상

암은 ‘여왕 바위’이다. 자세히 보면 높게 틀어 올린 머리와 가녀린 목선, 코와 입 

자리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모습은 마치 고대 이집트 왕비 네페르티티의 두

상을 닮았다고 한다.

아기자기한 기념품 가게와 대만 음식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고 골목 사이로 

빨간 홍등이 예쁘게 거리를 비추고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

방불명”의 배경이 되어 유명해지기도 한곳으로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대만의 국민간식, ‘펑리수’ 만들기 체험

앙증맞은 크기의 빵에 들어 있는 달콤한 파인애플 잼을 넣어 만든 쿠키이다. 1970년대 당시 

타이완의 메인 수출품 중 하나가 파인애플이었는데, 많은 수획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심하

던 중 만들어진 것이 ‘펑리수’이다.

‘웨이거 꿈공장 타이페이관’에서 나만의 펑리수를 직접 만들어보자!

기찻길 마을 스펀에서 내가 직접 풍등 위에 마음속 깊이 소망

하는 것을 적어 하늘 높이 풍등을 날려보자~~

꼭 소원이 이루어 질꺼야~!!

Δ 취옥백채

❖ 상기일정은 항공일정과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급격한 환율변동과 항공 유류세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안목

▲ 여왕머리



교원여행

해외 체험학습 갤러리

교원여행

해외 체험학습 후기우리들의 아름다운 만남, 소중한 추억들

정말 이것저것 준비하느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예비 고등학생이다.

그러던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느끼고 오라는 엄마의 권유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이번 여행은 르네상스 시대 전/후로 다양한 미술작품 및 건축양식을 알아가는 일정이었다.

실제로 보니 그 섬세함, 웅장함, 작가의 의도 그리고 작품의 스토리를 알아가면서, 한 작품 앞에 오래 머물게 되었다. 

이러한 시간들은 예술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입시에만 현혹되어왔던 나에겐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 또한 다른 지역에

서 온 낯선 친구들과 환경에 혼자 적응하는 힘도 키우게 되고 다양한 음식 문화를 접하며 세상을 보는 눈이 한층 더 

넓어진 것 같다. 이번 여행으로 3년 동안의 입시 준비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에 갔다 온 미동부 여행은 지금까지 갔던 다른 어떠한 여행보다도 의미 있고 뜻 깊은 여행이었다. 아이비리그 재

학생분의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때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공부를 했을 때 좋은 점을 다시 한번 깨

닫게 되었다. 또한 미동부의 문화를 알아갈수록 삶의 목적과 방향이 더욱 단단해지고 정확해진 것 같았다. 이번 여

행이 내 청소년 시절에 최고의 여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미국에서 있었던 추억과 그곳에서 깨달은 것과 

느낀 것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축구를 좋아하게 된 이후 계속 스페인에 가고 싶었는데, 정말로 가게 되어 기뻤다. 스페인에서 건축물, 문화, 예술, 

축구장 등 많은 것을 볼 수 있어 좋았고, 또 처음 만나는 형, 동생과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 가족을 두

고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되어 미안했고, 이 여행을 떠나면서 부모님께 내가 커서 가족 여행의 첫 여행지로 스페인으

로 보내 드리고 싶다고 내 마음을 전했다.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이 여행을 보내주

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적도에 위치하여 사계절 덥다던 싱가포르는 잘 갖춰진 냉방시설 덕분에 그다지 덥지 않았다.

가는 곳곳마다 펼쳐지는 특이하고 멋진 빌딩에 고전적인 영국식 건물에 입이 저절로 벌어졌고 깨끗한 거리거리마다 

국민성이 느낄 수 있었다. 여행을 시작할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온 사춘기로 인해 혼자서 모르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게 왠지 쑥스럽고 낯설었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싱가포르에 와서 살고 싶다

는 생각이 들었다. 다녀와서 표현은 잘 못했지만 사실은 진심으로 즐겁고 기억에 남는 여행을 하게 해준 엄마, 아빠

께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글로 남기고 싶다.

이탈리아&프랑스 그랜드투어

미동부 아이비리그 탐방

스페인 건축예술 탐방

싱가포르 퍼펙트 문화 탐방

정예원 학생(중 3)

김도형 학생(중 2)

윤찬영 학생(초 6)

최성빈 학생(중 1)



내가 왜 영어를 해야 하는지 아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가장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방법은, 영어 환경에 24시간 노출하는 방

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일 배우고 먹고 자고 뛰노는 그 모든 곳이 영어를 배우는 환경이면 영어의 필요성 뿐 만 아니라 가장 

빠른 실력향상을 얻게 됩니다. 더불어, 한번 필요성을 깨달은 아이들은 이후에도 계속 영어공부를 주도적으로 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의 한 달을 책임지는 영어캠프, 아무렇게나 고를 수는 없겠죠? 수 많은 영어캠프가 등장하고 사라지지만, 오랜 경험과 

꼼꼼한 관리를 자랑하는 교원의 영어캠프 프로그램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른들과 성향이 달라서 그에 꼭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영어는 학문이 아닌 언어인 만큼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주입식으로 공부한 영어는 머릿속으로 맴돌 뿐 귀로 들리거나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영

어공부를 하지만 영어로 말을 걸면 도망가기 바쁘죠.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막상 외국인과 얘기 해 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본인이 

영어를 자신 있게 하지 못합니다. 영어를 배우는 속도가 느린 가장 큰 이유이지요.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뭐든 빨아들입니다. 어릴 

때 경험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듣고 말하기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면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가장 빠른 길, 우리 아이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연령에 맞게 캠프 고르기

특징에 맞게 캠프 고르기

영어캠프 안내

레벨 초 3 초 4 초 5 초 6 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초급 필리핀 영어몰입캠프

초/중급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영어캠프

중급

괌 스쿨링 캠프

호주 스쿨링 캠프

캐나다 영어캠프

캠프명 숙소형태 수업방식 2개국 체험

필리핀 영어몰입캠프 기숙사 캠프 자체수업 -

싱가폴&말레이시아 영어캠프 기숙사 학교 정규수업(2주) + ESL(1주) 싱가포르&말레이시아(1주)

괌 스쿨링 캠프 호텔 학교 정규수업(2주) + 썸머캠프(2주) -

호주 스쿨링 캠프 홈스테이 학교 정규수업 -

캐나다 영어캠프 홈스테이 학교 ESL수업(3주) + 썸머캠프(1주) -

이 외에도...
해외 진학, 성인연수, 해외 인턴십 등 영어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영어가 안 늘까요?

왜 환경이 중요할까요?

어떤 영어캠프를 보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간단명료하게 요약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영어캠프 고르는 방법

왜 교원 영어캠프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의 첫 번째 여행

교원여행 영어캠프의 특장점 6가지

해외
영어캠프

중요한건 ‘환경’ 입니다.

안전 : 전용 캠퍼스 및 기숙사, 홈스테이에서 안전한 생활•

•

•

•

•

•

교육 : 나의 수준에 꼭 맞는 수업 및 우수한 교육시스템 체험

친구 : 새로운 친구 및 여러 나라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안심 : 인솔자와 함께해서 안심할 수 있는 케어 서비스

재미 : 다양한 액티비티로 영어에 재미를 붙이는 즐거운 캠프

여행 : 주말마다 떠나는 여행으로 스트레스를 한방에

안전 교육 친구 안심 재미 여행

필리핀 영어몰입캠프

괌 썸머&스쿨링 캠프

캐나다 영어캠프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영어캠프

호주 스쿨링 캠프

영어캠프가 처음인 친구

짧은 시간에 가장 큰 효과

1:1 수업으로 레벨에 꼭 맞는 수업

영어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는 친구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싶은 친구

가장 가까운 미국을 체험하고 싶은 친구

미국 스쿨링을 체험하고 싶은 친구

정규교육과 썸머캠프를
동시에 하고 싶은 친구

외국 친구를 거부감 없이 사귀고 싶은 친구

홈스테이 / 학교 프로그램 / YMCA 아웃도어 프로그램으로 캐나다를 다채롭게 체험

ESL 영어수업으로 cooking, art 등 다채로운 방법을 통해 영어를 배우고 싶은 친구

현지아이들과 함께하는 Thunderbird 야외 액티비티 캠프

유학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기유학을 준비하는 친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2개 국가를 체험하고
싶은 친구

IGCSE(국제학생을 위한 국제 커리큘럼)을
경험하고 싶은 친구

영어공부, 문화체험, 재미 세 마리 토끼를
한번에 신나게 즐기면서 공부하고 싶은 친구

홈스테이 / 학교체험 / 여행으로 호주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싶은 친구

선진 문화 및 교육환경을 체험하고 싶은 친구

외국 친구를 전혀 거부감 없이 사귀고
싶은 친구

조기유학을 체험해 보고 싶은 친구

Communicate
with family!

Communicate
with friends!

Communicate
with people!



필리핀 영어 몰입캠프 4주
영어실력 LEVEL UP!! 영어 자신감 LEVEL UP!!

1:1 수업으로 실력에 꼭 맞는 맞춤 수업

캠프 티셔츠를

드립니다!

기간

장소

대상

정상가

회원가

포함

불포함

제출서류

2018. 07. 29 ~ 08. 25

교원여행 전용 캠프장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3학년

4,090,000원

3,990,000원

항공, 수업, 교재, 숙박, 식사, 투어, 비자, 공증, i-card 일체

개인 용돈

신청서, 여권, 증명사진(5X5사이즈) 2장, 영문 주민등록 등본

* 인천공항, 부산 김해공항 각각 출발 가능합니다.

* 항공료 포함이며, 선착순 마감됩니다.

* 항공 유류할증료 등 급격한 변동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저한 24시간 담임제 운영

체계적인 개인 맞춤형 수업

우수한 강사진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어캠프

다양한 액티비티

01

02

03

05

04

학생 4명과 선생님 1명이 24시간 선생님과 함께 숙식하며 생활하는 담임제 시스템.

팀워크를 길러주고 긍정적인 경쟁과 함께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총 3회의 다방면 레벨테스트를 통해 아이의 실력에 꼭 맞는 맨투맨 수업을 진행하여 Grammar,

Reading, Speaking, Listening 실력, 그리고 아이의 마음까지 고려한 꼼꼼한 맞춤형 수업 진행

우리나라 주니어 학생들 캠프경력이 풍부한 전문 강사들로 구성되어 깐깐한 캠프 자체 필기&면접 테스트를

통과한 실력과 인성 모두 믿을 수 있는 강사진

10년이 넘는 경험을 가진 믿을 수 있는 영어캠프

필리핀 내 교육, 유학, 여행 등 캠프 진행에 필요한 허가 전체 보유

* 필리핀 정부 관광청 종합 여행업 등록 및 필리핀 이민국 SSP (Special Study Permit), SWP (Special Work Permit)
  발급 및 필리핀 교육청 정식등록 및 기숙사 사업 허가 (Dormitory Business Permit) 보유

토요일에는 수영장 및 놀이동산, 영화관 등을 방문함으로써 문화적인 풍부한 교육을 체험하게 되고,

공부했던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활용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일요일에는 공연, 발표, 영화 감상&감상문 쓰기, 캠프 올림픽, 스피치 콘테스트, 보물찾기, 영어노래 부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각종 게임을 필리핀 선생님과 함께 진행

일대일 수업

그룹수업

액티비티 수업

단어수업 및 테스트

자기 주도 학습

수학 자율학습

01

02

03

04

05

06

필리핀 영어 연수의 최대 강점인 One on One Private Lessons~!

학생 개개인의 현재 실력과 단점을 파악하고 보완

1:1 수업은 편안하게 대화 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틀린 문장이나 발음 교정 기회와 생활영어 등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

필리핀 영어 몰입캠프

선생님과 3~5명의 비슷한 레벨의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방식

Conversation, listening, move appreciation, drama/role play, 집중토론 등
소수의 학생이 상호간의 자연스런 경쟁 및 흥미를 유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수업

매주 다른 조별 미션을 통해 협동심을 키우고, 발표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수업

수준별로 매일 30개의 단어수업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매일 테스트를 통해 어휘실력을 점검

영어일기를 통해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예습 및 복습을 통해 공부 습관 기르기

영어공부 하면서 놓칠 수 있는 수학과목을 주 3회 한국인 수학선생님이 관리 함으로써 균형 잡힌 공부

다양한
수업방식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줄 주말 아웃도어!

Enchanted Kingdom

Mall of Asia

South Wind Waterpark

학교 방문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마법의 나라, 인체인티드 킹덤입니다. 롤러코스터부터 번지

드롭까지, 다양한 인형들과 모자, 악세사리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수 

있는 신나는 하루를 만들어 줍니다.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엄청난 규모의 쇼핑몰로 건물마다 특성화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물

건들과 아이맥스 영화관, 푸드코트로 가득 차 있는 이 곳은 아이들에게 가장 즐거운 놀이

터 입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불꽃놀이는 멋진 하루를 마무리 하기에 최고!

물놀이를 빼 놓을 수 없겠죠? 워터슬라이스와 아이들이 놀기 딱 좋은 수심의 워터파크

로, 물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해 떨어지는 줄 모르고 노는 신나는 곳입니다.

물놀이 후에 먹는 간식은 더더욱 맛있겠죠?

또래 친구들과 교류한다는 건, 아이들이 영어에 새로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

입니다. 필리핀의 현지 학교에 방문하여 친구들을 사귀고 공연을 준비하여 문화를 교류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뿌듯함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상품개요

프로그램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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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는 영어를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활하나요?

담임제가 뭐에요?

우리아이는 입맛이 까다로워요.

세탁물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하죠?

필리핀캠프는 영어를 못 하는 아이들을 위한 캠프입니다. 학생 개인별 맞춤 수업이므로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일지라도 본인의 

실력에 꼭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벨테스트를 통해 듣기와 말하기, 문법, 단어 발음 등 세분화 된 분석을 바탕으로 각 레벨에 

맞는 일대일 수업이 진행됩니다.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캠프장은 마닐라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휴양지 따가이따이 지역의 Privite Hotel로 유해한 환경이 없는 로컬 호텔이며, 24시간 

안전한 경비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원어민 강사, 한국인 스텝, 전문 수학강사, 세탁 및 청소스텝, 요리사,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

는 선생님 등 전원이 함께 합숙 생활하여 영어 교육에만 몰입 할 수 있는 완벽한 교육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원어민 선생님이 네 명의 학생과 같이 24시간 숙식하며 관리하는 시스템을 담임제라고 합니다. 담임제는 소수의 팀워크를 

만들어주며 경쟁과 함께 학업에 열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캠프생활의 재미를 느끼는 동시에 24시간 영어 기숙

사를 활용하며 매일 정규 수업 종료 후 담임 선생님의 첨삭수업과 Daily Test로 그날 배운 영어를 완벽하게 마무리해 줍니다.

식사제공은 1식 7찬 (밥, 국, 메인 반찬 3가지)으로 김치, 야채류, 과일류가 제공되며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고루 갖춘 

식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 재료는 한국으로부터 준비된 재료와 신선도가 높은 현지 야채, 육류 등으로 깔끔한 식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이 풍부한 천연 열대 과일을 후식으로 영양가 높고 균형 잡힌 식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주 2~3회 방 별로 세탁이 진행됩니다. 규격 가방에 담아 세탁을 하게 되며 위생상 염려가 없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합니다. 세탁이 

마무리 되면 정리하여 각 방에 배달됩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24시간 캠프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체크하며 증상이 경미할 경우 양호실에서 치료를 

받거나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며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주치의 처방과 인근 종합병원과 핫라인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놓

고 있습니다. 24시간 비상차량 및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어 늦은 시간에도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궁금해요 !

주간시간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06:30 기상

06:30 - 07:00 산책 및 스트레칭

07:00 - 08:00 아침식사

08:00 - 09:00 Man to man class (1:1) Small group class(1:4)

09:00 - 10:00 Man to man class (1:1) Small group class(1:4)

10:00 - 11:00 Man to man class (1:1) Small group class(1:4)

11:00 - 12:00 Man to man class (1:1) Small group class(1:4)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00 Small group class(1:4) Man to man class (1:1)

14:00 - 15:00 Small group class(1:4) Man to man class (1:1)

15:00 - 16:00 Small group class(1:4) Man to man class (1:1)

16:00 - 17:00 Small group class(1:4) Man to man class (1:1)

17:00 - 18:00 Simulation Class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0:00 Math class (월/수/금), Thema class (화/목)

20:00 - 21:30 Vocabulary / Test

21:30 - 22:00 Diary / Homework / 간식

     22:00 -    취침

              07:30 기상

07:30 - 08:00 산책 및 스트레칭

08:00 - 09:00 아침식사

09:00 - 10:00

Field Trip Speech Preparation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00

Field Trip

Speech Practice
14:00 - 15:00

15:00 - 16:00

16:00 - 17:00

Speech Contest
17:00 - 18:00

18:00 - 19:00

19:00 - 20:00 저녁식사

20:00 - 21:30 영화감상 및 리뷰

21:30 - 22:00 Diary / Homework / 간식

       22:00 - 취침

2018 SUMMER

WEEKLY SCHEDULE

❖ 상기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말시간표 토요일 일요일

필리핀 영어 몰입캠프



기간

장소

대상

정상가

회원가

2018. 07. 21 ~ 08. 17

싱가포르 명문 사립학교 &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초등학교 3학년 ~ 고등학교 2학년

5,090,000원

4,990,000원

* 항공료 포함이며, 선착순 마감됩니다.

* 항공 유류할증료 등 급격한 변동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개요

진짜 두 나라에서 교육 / 체험을 진행하는 캠프

IGCSE(국제학생을 위한 국제 커리큘럼) 정규 수업과정(2주)

ESL 수업(1주)

야외체험활동

1:1 버디 프로그램

01

02

03

04

05

이름만 싱가포르가 아니라 싱가포르의 사립학교, 말레이시아의 국제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며 영어수업뿐 만 아니라 학생들

과 함께 어울리며 정규수업 및 특별수업을 받는 스쿨링 캠프입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 진행되는 IGCSE(국제학생을 위한 국제 커리큘럼) 정규수업 및 싱가포르 명문 공립학교 특별수업

은 단순히 두 나라를 다녀오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을 체험하는 데 최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영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인 ESL수업을 추가로 진행하여 영어의 기초가 부족

한 학생들에게 빠른 영어환경 적응을 도와줍니다.

여행지로 방문해도 즐거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탐방지를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답사하고 현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살아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능동적인 팀 활동을 통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신

나는 탐방을 통해 현지의 문화, 과학, 예술 등 다양한 주제를 체험하고 재미와 추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원한 학생 중 선발 된 ‘버디’는 캠프 기간 중 우리 학생들의 빠른 적응을 돕고 문화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해 

줍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데 더욱 큰 동기부여를 시켜주며, 한국에 돌아와서도 좋은 우정을 간직하여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를 형성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이아에서 진행되는 체험활동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해외의 문화를 깊게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능동적으로 미션을 수행하며 얻을 수 있는 영어실력은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 국제학교 정규수업(스쿨링) 참여 (2주)
    *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학생증/교복(티셔츠) 착용
    * 영어수업은 전체 수업의 30% 전후

 - 방과 후 CCA클럽활동 자율 참여
    * Clubs and Societies, Performing Arts, Sports 등

 - 현지 학생과 1대1 버디프로그램 운영

 - ESL 수업 (1주)

싱가포르 명문 사립학교

 - 싱가폴 현지 교육 과정 운영
     * 오전 수업 English& Cultural Exchange Program

 - 오후 일정은 야외 Field trip /

    스포츠를 포함한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

 - 싱가포르 학교 교내 기숙사 생활

1주3주

Gardens by the bay & Marina Bay

아시아 최초 강을 주제로 한 야생 생태공원 : River Safari

싱가포르 최대의 워터파크 : Adventure cove

세계 10대 과학 전시관 : Science Center

영화 속 마법의 세상 : Universal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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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평방미터가 넘는 초대형 공원으로 25만종의 희귀 식물을 키우기 위한 환경을 인공 

조성하여 꾸민 곳으로 희귀식물 뿐 만 아니라 16층 높이의 조형물 'Super Tree'가 멋진 장

관을 연출하는 곳으로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인기 최고인 곳입니다.

매콩, 미시시피강, 콩고, 나일강, 아마존 등을 그대로 재현한 생태공원으로 150여 종의 식

물과 300여 종의 동물을들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 서식지를 그대로 모방하여 동물 및 생

태환경, 야생동물 서식지에 대한 교육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싱가폴 최대의 워터파크로 파도풀과 다양한 탈

것과 놀이기구들이 있어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릴 수 있는 곳입니다. 

과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방대한 크기의 전시장은 총 14개의 전시

관으로 이루어져 착시현상, 항공, 수학, 기술 등 광범위한 주제의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한번씩 해보기에도 하루가 부족해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고 지식을 쌓는 

데 매우 적합한 체험장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화 속 마법의 세상, 아시아 유일의 싱가포르 유니버셜 스튜디오입니다. 

흥미로운 놀이기구와 테마로 가득한 이 테마파크에는 24가지 어트렉션이 있고, 이 중 18가

지는 세계에서 오직 이 곳에만 있다고 하니 정말 재밌고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입

구에 있는 Universal Studio 지구본은 놓칠 수 없는 포토존입니다.

야외체험
탐방지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영어캠프 4주
아시아 최고의 환경 싱가포르&말레이시아 2개국 연계 캠프

국제학교 및 공립학교 정규수업과 신나는 2개국 체험을 한번에!

상품개요

프로그램
특징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영어캠프



SAT SUN MON TUE WED THU FRI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인천출발

싱가폴 도착

말레이시아 숙소
체크인

오리엔테이션

입학시험

정규수업

방과 후 과외활동

정규수업

방과 후 과외활동

정규수업

방과 후 과외활동

정규수업

방과 후 과외활동

정규수업

방과 후 과외활동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13일차 14일차

주말체험활동

조호바루 동물원

AEON Center

개인정비

물놀이

팀별활동

정규수업

방과 후 과외활동

정규수업

방과 후 과외활동

정규수업

방과 후 과외활동

정규수업

방과 후 과외활동

정규수업

Cultural Exchange
행사

15일차 16일차 17일차 18일차 19일차 20일차 21일차

주말체험활동

Kluang Tour 원주민 
마을 문화체험

개인정비

물놀이

팀별활동

ESL 영어과정

방과 후 과외활동

ESL 영어과정

방과 후 과외활동

ESL 영어과정

방과 후 과외활동

ESL 영어과정

방과 후 과외활동

ESL 영어과정

방과 후 과외활동

22일차 23일차 24일차 25일차 26일차 27일차 28일차

주말체험활동

수영&바비큐 파티

싱가폴 이동

ESL 영어과정

싱가폴 문화체험

River Safari

ESL 영어과정

싱가폴 문화체험

Gardens by the 
Bay / Merlion Park

ESL 영어과정

싱가폴 문화체험

Science Center

싱가폴 문화체험

Adventure Cove

싱가폴 문화체험

Universal Studio
인천국제 공항도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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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편성은 어떻게 되나요?

정규수업 후 별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나요?

타사와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숙소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식사는 어떻게 준비가 되나요?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상시 연락체계가 있나요? 비상시에 연락은 어떻게 하나요?

캠프 기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나요?

사고 질병으로 인한 환자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현지 정규수업을 듣는 경우 수준이 맞지 않아 적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학교 입학 시 OT와 동시에 레벨테스트가 진행됩니다. 레벨 테스트는 정규학생 입학시험을 간소화한 형태로 성적에 따라 학년이 나뉘어지며,

각 반별 배정인원은 1~4명 내외입니다.

* 예를 들어 한 학년당 통상 3개 반이 운영되며 같은 학년이 6명인 경우 반별 배정인원은 2명이 됩니다. 수업은 현지 국제학교의 정규수업에 100%

   참여하는 수업으로 말레이시아 언어를 배우는 특정 수업시간에는 현지 문화를 배우고 체험화는 수업으로 대체됩니다.

방과 후에는 수영, 미술, 요리, 댄스, 과학활동, Chess 등 2시간동안 별도의 Extra curriculum으로 운영됩니다.

타사의 싱가폴&말레이시아 캠프의 경우 리조트에 모여 한국인끼리 수업을 하고, 싱가폴 일정의 경우에도 체류 없이 당일 관광프로그램으로 운영되

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캠프는 교육과정이 현지 학생들과 동일하게 영어로 진행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보다 자연스러운 영어 사용 환경

을 만들어주고, 싱가폴 과정이 현지 체류 과정으로 운영되므로 일일 관광으로 볼 수 없는 진짜 싱가폴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학교에서 안내하는 기숙사에 체류하게 되며 각 방별 배정 인원은 2~4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침과 저녁 식사는 학교에서 준비해주는 현지식 식단에 일부 한식을 포함하여 제공이 됩니다. 점심식사는 현지 학생과 동일하게 현지식으로 준비

가 됩니다. 또한 별도로 매주 3~4차례 간식이 제공됩니다.

첫째. 생활관리

각 참가자는 정해준 규율에 따라 생활하도록 요구됩니다. 학생들은 매일 일과가 끝나는 대로 일자 별 피드백을 작성하게 되며, 조정이 가능한 사항은 

익일에 바로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그 외에 상호간에 불편을 주거나 이성간에 교제는 지양되어야 하며 음주나 흡연, 싸움이나 폭행 등 심각한 문제는 

보이는 즉시 부모님께 통보되며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인솔자와 매일 상담이 진행됩니다. 이 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귀국 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야외체험활동

외부 활동 시 모든 참가자는 명찰을 착용하게 되며 명찰 후면에는 비상연락망과 현지 인솔자의 연락처 및 학생 별 건강유의항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 현지 인솔자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성합니다. 네이버 밴드는 매일 학생들의 활동 내역을 사진과 영상으로 부모님께 안

내 드리는 창구로써 활용되며, 필요에 따라 인솔자와 개별 채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 현지 인솔자의 전화번호가 함께 

공개되므로 필요에 따라 연락하시면 됩니다.

학교 규정상 참가자는 휴대폰을 휴대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은 카메라, 전자사전의 용도로도 사용이 불가하므로 위의 물품은 반드시 별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녀간의 통화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 현지 인솔자를 통하여 연락을 취하실 수 있습니

다. 캠프기간 내에는 수거하며 별도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알러지나 질병이 있는 경우 모든 참가자는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사고나 질병등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1차 조치는 학교 양호실에서 이

루어지며, 양호교사의 판단에 따라 인솔자를 동반하여 병원에서 2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나가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오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현지 도착 첫째 주에는 매일 생수를 지급하며, 전체 일정 내내 비타민을 복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100%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의 특성상 학교 입학시 대다수의 캠프 참가자가 수업을 어렵게 생각하나 3~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면 자연스럽게 수

업에 적응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적응을 돕기 위해 별도의 방안으로 반 배정시 입학시험 성적에 따라 한 두 학년 낮은 반에 배정이 되기도 하고, 참가

자 별 또래 학급 버디를 배정하여 모든 교내 활동에 동반하도록 합니다.

궁금해요 !

❖ 상기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영어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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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관리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괌 돌핀 크루즈는 괌 즐길거리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BEST로 어린아이부터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입니다. 괌 남부에서 고급 크루즈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자유롭게 

헤엄치며 뛰노는 돌고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온워드 워터파크는 아가나만에 위치한 온워드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괌 최고의 워터파크 시설로 총 4가지 종류의 워터슬라이드와 파도풀, 유아풀, 온수자쿠지, 워터 농구장, 

워터 배구장, 풀 사이드바와  짚라인까지 즐길수 있는  괌 최고의 놀이 시설입니다.

괌 중부에 위치한 Talopopo Falls는 폭포 주변에 여러 즐길거리와 함께 공원을 조성한 곳으로 러브랜드, 귀신의집, 케이블카, 폭포, 박물관, 모노레일, 요또이동굴을 타고 볼수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

기간

장소

대상

정상가

회원가

2018. 07. 21 ~ 08. 18

괌 명문 사립학교 ST. John's & MCS

초등학교 3학년 ~ 고등학교 2학년

7,090,000원

6,990,000원

* 5/3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한정된 인원으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 항공 유류할증료 등 급격한 변동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개요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미국

정규수업(2주)과 SUMMER CAMP(2주) 를 한번에!

01

02

괌 스쿨링 캠프 4주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괌!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Native 미국 영어와 탄탄한 커리큘럼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야외 활동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상품개요

프로그램
특징 한국에서 가장 가까이 Native 미국 영어환경을 느낄 수 있는 괌! 미국식 정규 수업과정과 완벽한 원어민 발음을 접할 수 

있어 가장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미국입니다. 천혜의 자연에서 누리는 다양한 액티비티 또한 아이들의 좋은 추억을 만드

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SCHOOLING

Mount Carmel Catholic School(schooling) ST. JOHN’S SCHOOL(summer camp)

SUMMER CAMP

1학기 개학과 동시에 괌 명문 사립학교에서 진행되는 미국식 

정규 Schhooling 수업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체육, 음악 

등 우수한 현지 학생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차별 없

이 수업을 진행하며, 사회성을 기르고 학교 생활에서 규칙과 

서로에 대한 배려, 공동의식 등을 배우게 됩니다.

괌 남부 아갓에 위치한 MCS 카톨릭 스쿨은 괌의 하버드라 

불리는 명문학교로 오랜 전통과 우수한 선생님들이 지도하

고 있습니다.

- 위치 : GUAM AGAT

- 학년 :  Pre K-4~8Grade  

- 주소 : 911 North Marine Corps Drive, Tumon, GU 96913 

- 위치 : GUAM Upper Tumon 

- 학교명 : St. John s School

- 설립 : 1962년, Pre K-3~12 Grade  

- 전체 학생수 : 약 500명

- 소요시간 : 숙소에서 약 10분소요

- Activity 프로그램 : Discovery Science, Survival Skills, Golf, 
Swimming, Music, Polynesian Dance 수업  중, 2가지를 선택하여 현

지 친구들과 함께 진행하는 수업으로, Activity Class를 통해 자연스러

운 회화가 가능하며,  Activity를 이해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 ESL 프로그램 : Conversational English, Writing Workshops, 
Grammar, Vocabulary Building 의 과정을 레벨별로 나누어 하루 3시

간 이상 재미있고 실력 향상에 중점을 둔 수업 입니다.

2주 2주

- 학교명 : Mount Carmel Catholic School

- 전체 학생수 : 약 600명

- 소요시간 : 숙소에서 약 30분소요

괌 스쿨링 캠프

Watching Dolphin & Banana Boat

Onward Water Park

Talopopo Falls & Two Loves Point

2018 SUMMER MONTHLY SCHEDULE

❖ 상기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차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주차 SUMMER CAMP SUMMER CAMP SUMMER CAMP SUMMER CAMP SUMMER CAMP
OUTDOOR ACTIVITY

-
DOLPHIN TOUR

종교활동 & 자유시간

2주차 SUMMER CAMP SUMMER CAMP SUMMER CAMP SUMMER CAMP SUMMER CAMP

OUTDOOR ACTIVITY

-
ONWARD WATER 

PARK

종교활동 & 자유시간

3주차 SCHOOLING SCHOOLING SCHOOLING SCHOOLING SCHOOLING
FISHING

-
SNORKELING

종교활동 & 자유시간

4주차 SCHOOLING SCHOOLING SCHOOLING SCHOOLING SCHOOLING 귀국



호주 최대의 휴양지인 브리즈번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체험은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창의력을 길러주며 세상 

어느 곳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즐거운 경험들을 선사합니다.

Lone pine Koala Sanctuary

무비월드(Movie World) 사우스뱅크(South Bank Street Beach)

Wet n Wirld

브리즈번 시티투어 및 미션수행

Surfers Paradise 비치

호주 최고의 휴식 지 골드 코스트는 휴식과 재미를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자연환경이 쾌적하여 다양한 종류의 

액티비티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골드코스트 4대 테마파크 중의 하나로 무비월드 안 길거

리 자체가 재미납니다. 영화에서 보던 주인공과 길에서 

만나 꼭 사진 찍어 보세요~

자연에 동화되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동물원은 많지 않습니다. 론파인 코알라 생츄어리는 단

순히 동물관람이 아닌 호주만의 다양한 동물들과 사람

들이 청정 자연 속에서 어떻게 교감할 수 있는지 보여주

는 자연학습 공간입니다.

브리즈번 강에는 CityCat과 CityFerry라는 배가 있습니

다. 브리즈번 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또는 관광용으

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페리를 타고 사우스뱅크 스

트릿 비치로~

골드코스트를 대표하는 4대 테마파크 중 하나 입니다. 웻

엔와일드는 한국의 케레비안 베이를 연상케 하는 대표적

인 호주의 워터파크입니다. 다양한 물 놀이기구들은 돈

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재미 있는 하루를 즐길 수 있습니

다! 특히, 인공 풀장에서 즐기는 수영은 더할 나위 없이 

재미를 줍니다.

브리즈번 박물관에서는 실제 크기의 캥거루, 곰, 사자, 코

알라 등을 볼 수 있으며, 영화에서 보던 공룡 뼈를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또한, 시내 한복판에 얼핏 보면 박물관

이나 미술관처럼 웅장한 느낌의 건물. 호주에서 3번째로 

큰 카지노랍니다. 외국인들과의 인터뷰 미션, 사진을 함

께 찍는 등 미션이 주어져 수행합니다.

햇살이 부서지는 70km의 해변과 4개의 웅대한 포인트 

브레이크를 생각해 보면 왜 골드 코스트의 가장 유명한 

도시가 “서퍼스 파라다이스(Surfer's Paradise)”라는 이

름을 얻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곳은 연중 어느 때

나 전문 수상 요원들이 안전하게 지키고 있고 누구에게

나 적합한 다양한 크기의 파도를 즐길 수 있답니다.

호주의
다양한 체험

기간

장소

대상

정상가

회원가

2018. 07. 22 ~ 08. 18

호주 퀸즐랜드 명문학교

초등학교 3학년 ~ 고등학교 2학년

7,400,000원

7,300,000원

* 항공료 포함이며, 선착순 마감됩니다.

* 항공 유류할증료 등 급격한 변동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개요

호주 스쿨링 캠프 4주
호주의 문화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캠프

호주 명문학교 정규과정과 안전한 홈스테이를 통한 문화체험

매력적인 호주 곳곳의 여행지에서 즐기는 체험활동까지!

상품개요 특별 조기할인

30만원

호주 스쿨링 캠프를 위한

5월 31일까지

프로그램
특징

호주 명문학교 정규수업

호주의 우리 집, 홈스테이 생활

매우 다양한 여행과 체험

1:1 버디 프로그램

01

02

03

04

낯선 땅 호주에서도 부모님, 형제, 자매가 생기는 신나는 일입니다. 현지의 가정에서 같이 먹고 얘기하고 여

행도 함께하며 호주의 문화를 깊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스테이 인증서인 ‘Blue Card’를 소지한 가정

으로 배정되어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교육청 지정 명문학교에서 진행되는 영국식 선진 교육방식은 토론식 수업을 통해 능동적이

고 창의성, 논리력을 기르는 데 매우 적합한 교육방식입니다. 호주의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어울리며 현지 문

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배울 수 없는 값진 교육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호주 최대의 휴양지 브리즈번에서 즐기는 세계적인 문화와 자연! 도심 안에 있는 거대한 인공해변부터 캥거

루, 코알라를 만나볼 수 있고, 호주의 대자연을 직접 체험하는 등 수 많은 즐거움과 신비함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호주 친구가 있다? 지원한 호주학생 중 선발된 ‘버디’ 친구는 우리 아이들이 한달 간 호주 스쿨

링을 진행하는 데 가까운 친구, 인솔자, 동반자가 되어 빠른 적응과 함께 둘도 없는 글로벌 인맥 네트워크가 

되어 줍니다.

호주 스쿨링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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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편성은 어떻게 되나요?

현지 정규수업을 듣는 경우 수준이 맞지 않아 적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정규수업 후 별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나요?

타사와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홈스테이 체류간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식사는 어떻게 준비가 되나요?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상시 연락체계가 있나요? 비상시에 연락은 어떻게 하나요?

캠프 기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나요?

사고 질병으로 인한 환자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수업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한국 수업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반 배정은 출국전 간단한 전화면접을 통해 참가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나이를 고려하여 배정되며 통상 또래학년 또는 1~2학년 낮은 반으로 배정이 됩니다.

참가자의 현지 수업에 대한 빠른 적응을 위해 또래보다 1~2학년 낮은 반에 배정하며, 참가자마다 또래 학급 버디를 배정하여 모든 교내 활동에 동반하여 적응을 돕도록 하

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는 4시반까지 도서관에 모여 영작훈련과 독서활동을 진행합니다.

타사의 호주영어캠프는 대부분 사설영어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여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끼리의 ESL영어수업이 이루어지거나 현지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한국인 별

도의 수업을 만들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캠프는 100% 현지 정규수업에 참여하며, 현지 학생들과 동일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홈스테이는 단기간이지만 현지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외국인 가정에 들어가는 경우 의사소통은 물론 음식문화의 차이로 인해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두 가지 입니다.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의바른 모습으로 생활한다면 어느 가정에 가더라도 즐거운 호주 홈스테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아침식사는 간단한 시리얼이나 샐러드, 베이컨등이 준비되며 점심식사는 샌드위치와 과일 동의 도시락이 제공됩니다. 저녁식사는 조식과 달리 온가족이 함께 

준비하며 여유있게 식사하고 가족간에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김치나 라면등 개인적으로 한국음식을 준비하는 경우 홈스테이 가정에 미리 양해를 

구하신다면 대부분 요리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부터 퇴교하는 시간까지는 온전히 교내에서 관리가 이루어 집니다. 지각, 교내에서의 다툼, 질병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1차 조치와 함께 곧바

로 인솔자에게 연락이 되며, 모든 활동이 계속 보고됩니다. 방과 후에는 일정시간 인솔자와의 상담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교내활동 및 홈스테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필요에 따라 익일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외부 활동시는 항상 인솔자가 동반하며 비상연락망과 현지 인솔자의 연락처 및 학생별 건강유의항목이 기재된 명찰을 착용하

고 활동합니다.

부모님과 현지 인솔자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성합니다. 네이버 밴드는 매일 학생들의 활동 내역을 사진과 영상으로 부모님께 안내드리는 창구로서 활

용되며, 필요에 따라 인솔자와 개별 채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 현지 인솔자의 전화번호가 함께 공개되므로 필요에 따라 연락하시면 됩니다.

학교 규정상 참가자는 휴대폰을 휴대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은 카메라, 전자사전의 용도로도 사용이 불가하므로 위의 물품은 반드시 별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녀간의 통화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 현지 인솔자를 통하여 연락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져오는 경우 캠프기간 

내에는 수거하며 별도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알러지나 질병이 있는 경우 모든 참가자는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사고나 질병등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1차 조치는 학교 양호실에서 이루어지며, 양호교사의 

판단에 따라 인솔자를 동반하여 병원에서 2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홈스테이에서 사고나 질병이 있는 경우 홈스테이 호스트는 인솔자에게 바로 연락하

여 동의를 구한 후 약을 처방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현지 정규수업에 100% 참여하는 수업으로 한국의 주입식 교육과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학생 주도로 이루어지며 각 수업별로 그룹을 구성하여 

토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지 학생들의 자기의 의사 표현에 매우 익숙하며 이러한 수업의 형태가 우리 참가자들에게도 큰 도전과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궁금해요 !

❖ 상기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주차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인천공항 출국

브리즈번 도착

오리엔테이션

홈스테이 배정

Buddy와 함께하는 

Welcome morning 

tea time

&정규수업 참여

퀸즐랜드 

명문학교

스쿨링

퀸즐랜드 

명문학교

스쿨링

퀸즐랜드 

명문학교

스쿨링

Wet n Wild

워터파크

2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13일차 14일차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퀸즐랜드 

명문학교

스쿨링

퀸즐랜드 

명문학교

스쿨링

퀸즐랜드 

명문학교

스쿨링

퀸즐랜드 

명문학교

스쿨링

퀸즐랜드 

명문학교

스쿨링

골드코스트

서퍼스파라다이스 

비치

3주차

15일차 16일차 17일차 18일차 19일차 20일차 21일차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퀸즐랜드 

명문학교

스쿨링

퀸즐랜드 

명문학교

스쿨링

퀸즐랜드 

명문학교

스쿨링

퀸즐랜드 

명문학교

스쿨링

퀸즐랜드 

명문학교

스쿨링

Movie world

테마파크

4주차

22일차 23일차 24일차 25일차 26일차 27일차 28일차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퀸즐랜드 

명문학교

스쿨링

퀸즐랜드 

명문학교

스쿨링

퀸즐랜드 

명문학교

스쿨링

퀸즐랜드 

명문학교

스쿨링

수료 및 버디와 함께

Fairwell Lnnch 

Party

인천도착

호주 스쿨링 캠프,

2018 SUMMER

MONTHLY SCHEDULE



기간

장소

대상

정상가

회원가

2018. 07. 23 ~ 08. 19

캐나다 빅토리아 공립교육청(ESL)

초등학교 3학년 ~ 고등학교 2학년

8,090,000원

7,990,000원

* 항공료 포함이며, 선착순 마감됩니다.

* 항공 유류할증료 등 급격한 변동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개요

캐나다 영어 캠프 4주
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진행하는 ESL수업, 교육청 주관의 홈스테이

청정 자연에서 즐기는 YMCA 썬더버드 여름캠프로 캐나다에 흠뻑 빠져보세요!

상품개요

프로그램
특징

세계적인 수준의 ESL 교육 커리큘럼

제2의 가족, 홈스테이 가족

영어 문법과 수학까지 배우는 방과후 수업

캐나다친구들과 함께 청정자연을 만끽하는 YMCA 야외캠프

다양한 문화 탐방 프로그램

01

02

03

04

05

교육청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홈스테이에서 생활합니다. 제2의 가족인 홈스테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캐나다 문화를 체험하고 학교에서 배웠던 영어를 실생활에서 적용해 학교와 더불어 24시간 영어사

용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영어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다른 영어권 나라

와 다르게 모든 지역에서 세계 표준에 가까운 발음과 억양을 사용하고 있고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캐나다에서 4주동안 선진 교육방법으로 즐겁게 영어를 배우고 

캐나다 교육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교육청 소속의 교사들이 진행하는 ESL은 믿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회화뿐 만 아니라 회화의 기본이 되는 영어 문법, 단어, 발음까지도 방과후 수업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와 함께 한국 수학선생님이 수학을 지도해 주셔서 놓치기 쉬운 수학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캐나다에서 캠프 마지막 주 5일동안 캐나다 친구들과 함께 YMCA 야외 캠프에 참여

합니다. 5일동안 캐나다 친구들과 함께 먹고 즐기며 캠프 기간 동안 배웠던 영어를 활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캐나다 산과 호수를 만끽하며 하이킹, 카약, 양궁, 락 클라이밍 등의 다양하고 즐거운 액티비티들

이 진행됩니다.

한국과 많이 다른 캐나다의 문화 탐방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빅토리

아의 자연경관부터 캐나다의 역사와 문화를 잘 보여주는 Royal BC Museum, 밴쿠버 역사의 시작을 알 수 

있는 개스타운 투어, 그리고 캐나다 BC주의 주도인 빅토리아에 위치한 BC주의 국회의사당까지 다양한 곳

을 탐방하여 캐나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 조기할인

30만원

캐나다 영어 캠프를 위한

5월 31일까지

캐나다 영어 캠프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안전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캐나다 빅토리아시 인근 산과 호수에서 전문 액티비

티 지도사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여름 야외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캐나다 친구들

이 다양한 야외 활동을 하며 더운 여름을 이겨내듯이 한국 학생들도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

을 통해 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986년에 열린 만국 박람회 기념건축물

로 밴쿠버의 상징, 날아갈 듯한 5개의 흰 

돛을 단 배의 모습

BC주의 주도인 빅토리아에 위치한 주의

회 의사당. 1897년에 건축된 돔 형태 지붕

이 인상적인 건물.

뉴욕의 센트럴 파크보다 큰 규모로 1888

년 당시 총리였던 스탠리경의 이름을 따

서 스탠리 파크로 불리움. 원시림의 산책

로 볼 수 있음

BC주의 가장 권위 있는 인류학 박물관으

로 캐나다의 선사시대부터 현재의 모습을 

간직하여 캐나다의 역사를 체험 할 수 있

는 곳입니다.

YMCA 썬더버드 여름캠프 (5일)

벤쿠버 탐방

빅토리아 탐방

Canada Place 캐나다 플레이스

BC Parliament Buildings BC 주의사당

Stanley Park 스탠리 파크

Royal British Columbia Museum

밴쿠버의 발상지, 영국 상선 선원 이였던 

게시 잭의 이름을 따 게스타운으로 불려

짐. 현재도 고풍스러운 건물을 볼 수 있음

영국 국왕 대리인이 집무실, 다양한 귀빈

들을 영접했던 곳으로 영국왕실의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캐나다 서부해안을 지켰던 거대한 포대가 

있었던 부대와 서부 해안에서 순항하는 

배들의 안전을 지켰던 등대.

North Van에 위치한 현수교로 지상 50m 

위에 펼쳐진 장관을 감상할 수 있음. 자연 

박물관과 산책로가 있음

1994년 영국연방국가들의 체육대회인 

Common Wealth 수영 경기장으로 이용

이 되었으며 국제규격의 수영장과 다이빙 

시설이 있음.

Gas Town 게스타운

Government House 가버먼트 하우스

Fort Robb Hill & Fisgard Lighthouse

Lynn Canyon Suspension Bridge

Common Wealth Pool 커먼 웰스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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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는 어떻게 배정되나요?

ESL 반과 수학 반 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의 식사는 어떻게 준비가 되나요?

캐나다 여름 날씨는 어떤가요?

아이들 용돈은 어떻게 관리 되나요?

아이들의 주말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은 핸드폰 사용이 가능한가요?

한국의 부모님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청에서 캐나다 정부 신원조회 후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 구성원들을 인터뷰한 뒤 선정한 홈스테이에 2인 1가정 기준으로 캠프 신청시 

작성한 학생들의 성향과 성별, 그리고 나이를 고려하여 배정되며 캠프 기간 동안 인솔선생님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과 만족도를 

체크합니다.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TOEFL Junior Test와 Speaking Test를 통하여 학생들의 기본 영어 실력을 정검하여 ESL 수업시 레벨 배정의 기준으로 삼

으며 캠프 수학 레벨은 캠프 신청시 부모님이 알려주셨던 학생들의 진도에 맞게 반 배정을 하지만 현지에서 수학선생님과 협의를 통해 학생 개개

인의 학습 능력에 맞게 레벨 배정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홈스테이에서는 1일 3식을 기본으로 모두 현지식으로 제공됩니다. 메뉴로는 아침은 보통 시리얼, 토스트, 계란 등이 가정에 따라 조금씩 달리 제

공이 되며 점심은 보통 식빵과 햄 또는 치즈가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저녁 또한 가정마다 다르지만 대표적인 메뉴로는 파스타, 스

테이크, 피자등이 제공이 되며 토요 액티비티에는 점심으로 한식이 제공됩니다.

캐나다 서부에 위치한 빅토리아의 여름날씨는 한국의 봄 날씨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햇살은 강해 기온이 평균 25도 정도지만 습도가 

낮아 쾌적하며 비교적 바람이 많이 불어 가끔은 쌀쌀하다고 느낄수도 있습니다.

각 부모님이 준비해주신 학생들의 용돈은 캐나다 도착 후 인솔선생님이 일괄 수거하여 관리합니다. 매주 일정 금액의 용돈을 각 학생들에게 지급

하며 아이들별로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토요일마다 계획된 문화탐방 액티비티에 참여 하게 됩니다. 박물관, 명문대학 탐방 등의 액티비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요일에는 

홈스테이 가족별로 가까운 쇼핑몰에 쇼핑을 가거나 가까운 친척등과 식사를 하거나 하는 등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선생님의 

홈스테이와 함께 하는 미션도 같이 하게 됩니다.

캐나다 문화에 빠른 적응을 위해 학생들은 핸드폰 사용이 금지됩니다. 대신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학부모님께 전화를 할수 있습니다. 길지 않은 

캠프 기간 동안 즐거운 캠프 생활을 위해 한국 연락을 자제하게 하고 있으며 인솔선생님이 아이들의 생활상을 사진과 글을 통해 자주 안내하오니 

부모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인솔선생님께서 격일로 학생들의 생활상을 사진과 글로 네이버 블로그나 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일주일

에 한번씩 한국 부모님께 전화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인솔선생님들은 모두 개별 전화를 소지하고 있어 부모

님들이 필요 시에 연락이 가능합니다.

궁금해요 !

❖ 상기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MON TUE WED THU FRI SAT SUN

7월 23일 7월 24일 7월 25일 7월 26일 7월 27일 7월 28일 7월 29일

한국 출발

캐나다 도착

교육청 

오리엔테이션

영어 Test

ESL Class 

(캐나다 커리큘럼)

영어 문법 그리고 한국 수학 방과후 수업

Victoria 

City Tour

With 

Homestay

7월 30일 7월 31일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8월 4일 8월 5일

ESL Class 

(캐나다 커리큘럼)

영어 문법 그리고 한국 수학 방과후 수업

Victoria 

City Tour

With 

Homestay

8월 6일 8월 7일 8월 8일 8월 9일 8월 10일 8월 11일 8월 12일

ESL Class 

(캐나다 커리큘럼)

영어 문법 그리고 한국 수학 방과후 수업

Vancouver Tour
With 

Homestay

8월 13일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8월 17일 8월 18일 8월 19일

YMCA Thunderbird Camp
빅토리아

출발
한국 도착

캐나다 영어 캠프

2018 SUMMER

MONTHLY SCHEDULE



4주동안 가족, 친구와 떨어져 있었지만 공부도 그렇고 재밋어서 별로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원어민 선생님들도 성격

도 좋으시고 잘해주셔서 즐겁게 공부 할 수 있었어요. 모두 영어로 말 해야 해서 소통이 어려웠지만 점점 시간이 지

나면서 익숙해졌어요. 매일 보는 단어시험은 어려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통과할 때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쇼핑

몰 MOA에 놀러 갔을 땐 '쥬만지2'를 봤는데요, 자막이 없었는데도 평소에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영어가 귀에 

잘 들어와서 그런지 등장 인물들이 말 하는 것이 해석이 됐어요. 여기서 전 사교성, 암기력, 프리토킹을 얻어가요!

우리나라와는 수업이 많이 달라 놀랬다. 수업도 토론수업이 많고 빵을 직접 만들어보는 수업도 있어서 너무 다양하

고 재밋었다. 버디랑도 친해져서 학교 생활이 너무 신나구 같이 태권도와 Kpop 그리고 말레이시아 전통춤을 연습

하면서 문화교류가 뭔지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졸업식에서 공연할 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박수치고 

응원해주니 너무 기뻤다. 싱가포르에서의 여행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들을 친구들과 만들었다. 또 올꺼다.

부모님이 영어실력좀 올려보라고 신청 해 주신 괌 캠프! 예상보다 훨씬 더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처음 '스쿨

링' 이라는 걸 해봤는데 우리나라처럼 딱딱한 수업이 아니라서 너무 좋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어서 좋았어

요. 페북으로 연락도 주고받으니깐 앞으로도 잘 지낼 것 같아요! 마지막 2주일은 썸머캠프였는데 해보고 싶었던 수

영이랑 골프를 골라서 현지 친구들이랑 너무 좋은추억 만들고 온 것 같아요!

처음 홈 스테이 가정에 배정되어 처음 보는 가족들과 첫 밤을 지낼 때 까지는 잘 알아듣지 못하고 어색했지만 친절

하게 한 마디씩 또박또박 말씀 해 주시고 Jessi를 시켜 계속 내게 말을 걸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

다. 학교에서의 호주 아이들은 매우 친절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게 아주 확실했어요. 특히 발표 때 서로 손 들어

서 누구를 시킬지 선생님이 고민 하시는 정도? 저도 그 분위기에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호주의 자연도 너무 멋

져서 나무와 공원이 많았고 한가로운 느낌이었어요. 코알라와 캥거루를 만질 수 있는 시간도 가져서 행복했어요.

나는 이곳 캐나다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고, 보람이 느껴진다. 원래는 절대 못 할 거라고 생각 했었는데, 

정말 한달 동안 영어라는 비행기를 타고 구름을 떠 다니는것 같다. 한 걸음 한 걸음 영어에 가까워 지는 게 한 

주가 다르게 느껴졌고, 특히 마지막 1주일의 썸머캠프에서 현지 아이들과 같이 어울릴 때 영어로 캐나다 애들이

랑 장난도 치고 놀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다.

필리핀 영어캠프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영어캠프

괌 스쿨링 캠프

호주 스쿨링 캠프

캐나다 영어캠프

박수지 학생(중 2)

최민욱 학생(중 2)

양시온 학생(초 6)

김민지 학생(중 2)

이세정 학생(초 6)

교원여행

해외 영어캠프 갤러리 우리들의 아름다운 만남, 소중한 추억들

교원여행

해외 영어캠프 후기



EVENT 1

해외 영어캠프 이벤트 안내

5월 31일까지 사전 예약 시 20만원(이십만원) 할인

꼭!
읽어주세요.

호주/캐나다 캠프는 별도의 할인이 적용

타 할인과 중복 불가(혜택이 큰 할인 적용)

1.

2.

사전 예약 할인 이벤트
Early Bird Promotion

일찍 예약할수록

싸다!

W 200,000
W 100,000

30

11월

해외 체험학습 이벤트 안내

6월 30일까지 사전 예약 시 10만원(십만원) 할인

꼭!
읽어주세요.

해외 체험학습 프로그램만 적용

예약과 동시에 할인적용(계약서 표시)

타 할인과 중복 불가

1.

2.

3.

EVENT 2

EVENT 3

2018 하계 해외체험학습&영어캠프

참여방법 안내

또 하나의 선물

추억의 사진이 담긴 USB
해외 체험학습&영어캠프 참가 후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USB에 담아 보내드립니다.

우수후기 콘테스트

참가대상

접수기간

접수방법

시상내용

발표 및 시상

2018년 하계 해외 체험학습&영어캠프 참가자

2018년 9월 7일까지

교원여행 우편접수 or 온라인 접수(홈페이지)에 한함

※ 보고서 양식은 자유(예 : 스케치북, 워드, PPT 등)

※ 후기를 접수해 주신 참가자 전원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을 드립니다.

※ 접수하신 후기는 교원여행 홈페이지 및 브로셔에 활용 될 수 있습니다.

대상 1명

2018년 9월 14일

교원여행 상품권 (50만원)

최우수 1명 교원여행 상품권 (30만원)

우수 2명 교원여행 상품권 (10만원)



03189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51-1 교원 구몬빌딩 12층 
TEL 02) 725-4956 / FAX 02) 725-4955 

상품명

인적사항

성명

한글

성별

남자

영문 여자

생년월일 학년

주소

우편번호
(       -       )

E-mail FAX

보호자 성명

전화

H.P

추천인 성명 직함 추천인 사번

추천인 연락처 소속 센터

여권

유 / 무

비고

※체험 취소 시 환불규정
30일 전 취소 : 참가비의 100%
20일 전 : 10%, 10일 전 : 15%
8일 전 : 20%, 1일 전 : 30%

당일 취소 : 50%
여권 만료일

제공하여주신 소중한 정보는 본 행사의 진행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수집 · 생성된 개인정보는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고객님의 의사에 반하여 제3

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보험업무에 따른 상기 정보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교원여행은 고객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할인행사, 신상품 안내 등의 정보를 받기를 원하시면 동의를 선택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오

만 14세 미만자의 개인정보 처리시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제공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네모 칸에 체크표시 꼭 해주셔야 접수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참가비
결제방식

계좌이체 KEB하나은행 022-22-01455-0 / 예금주 : (주)교원여행

카드  0000           -       0000      -       0000       -          0000    /  유효기간 :  0    0년   0   0월

교원여행
여행상품권

담당자에게 실물을 등기 발송

교원여행
적립금

담당자와 유선통화 후 처리

해외 체험학습&영어캠프 참가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