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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지역 - 영국의수도런던

기간 - 2022년 7월 23일(토) ~ 2022년 8월 6일(토) 2주

대상 - 만11세~17세

학교 - Queen Mary University

숙소 - 대학기숙사(1인 1실, 개인샤워실)

식사 - 학교내카페테리아영국식

항공편
- 대한항공(개별발권_예약후항공권먼저발권)

- 7월 23일(토) 인천-히드로공항, 8월 6일(토) 히드로공항-인천 l 한국도착 8월 7일(일)

모집정원 - 한국학생 20명 예상 (유럽학생들별도참가하여캠프함께참여)

참가비 - 419만원 *불포함내역: 왕복항공료, 개인용돈, PCR검사비 (한국 귀국 전 48시간 전 필요)

수업
- 레벨테스트후최대 15인으로반편성

- 현직영어전문지도교사로구성된최강교사팀구성

투어활동
- 런던시내투어 12회

- 옥스포드투어 1회

숙지사항 - 캠프후한국귀국조건중도착 2일전 PCR 테스트를진행해야하는경우해당비용은실비로학생의용돈으로지출이됩니다.



2.특징

- 영국의 명문 런던대학 중 하나인 Queen Mary University에서 진행

- 영국의 수도 런던의 중심에서 런던을 집중적으로 체험하는 캠프

- 오전 영어 집중 수업_레벨에 맞는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1반 약 15명으로 구성 수업 진행

- 유럽학생, 남미학생이 주를 이루어 한국팀으로 유일하게 참가하는 단기간 영어몰입 캠프

- 다양한 저녁 활동을 통한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의 장 마련

- 매일 저녁 엉어일기 작성을 통한 작문실력 향상

- 주말을 이용한 런던 집중 투어 및 옥스포드 대학 투어 그리고 영국의 수도 런던 투어



공식명칭
영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행정구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수 도 런던(London)

인 구 66,722,445명 언 어 영어

G   D   P
2조 9396억$ (세계 5위)

한국:  1조693억 (세계12위)
화 폐 1GBP (한화약: 1,600원)

시 차
 기준시차: 한국보다 8시간느림

(Summer time 시차적용)
화 폐

 단위: 파운드(￡)

 지폐:  5,10,20,50 파운드

 동전:  1,2,5,10,20,50펜스, 1, 2 파운드

기 후

 한국과동일한 4계절기후
 7월평균기온최저 16.4℃(런던 17.6℃) 교 통  버스, 지하철,  트램, 기차등

3.영국



4.학교소개



5.학교위치

런던히드로공항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1시간소요



6.학교사진-교정



6.학교사진-교정



6.학교사진-교실



6.학교사진-기숙사방



6.학교사진-기숙사방



6.학교사진-기숙사개인샤워실



7.일정-전체



7.일정-오후런던집중투어 (오후2시-5시30분) 













7.수업진행방식



7.일정-저녁액티비티(저녁7시 30분-9시)

저녁식사후에는엔터테인먼트시간을제공합니다.
디스코, 퀴즈, 패션쇼, 브라인드데이트, 미니올림픽등팀대항으로진행하는활동이주를
이루게됩니다.

Around the World 
세계각나라에대해서배워가는시간으로다양한언어와도시에대해서활동을통해익히게되는
시간입니다. 
문화의다양성에대해배우는시간입니다.

Oscars Night 
선정된영화속장면들을학생의눈높이로직접재해석해보는시간으로대사지문부터
학생스스로가자신들의아이디어를가지고영화의한장면을만들어보는시간입니다. 
친구들과의활동을통해말하기능력의향상을기대하는활동입니다.

Speed Dating 
캠프에참가한다른나라의학생들과대면하여참가한나라에대해궁금한사항에대해
서로질문을나누는시간으로써, 서로의관심사를나누면서외국인친구들과자연스럽게
친해지는시간입니다.

Talent Show
팀대항으로이루어지며각팀별로노래나안무연기등팀별로장기자랑을준비하여
공개하는시간입니다. 



7.일정-식단(예시)



8.주말투어



9.수료식



10.준비물

준비물 확인 비 고

의류

긴팔티셔츠 2벌이상

얇은점퍼 2벌이상 - 아침, 저녁기온차고려

반팔티셔츠,반바지 3벌이상 – 활동복

잠옷 2벌이상 – 세탁과관리가편리한파자마로준비

운동화, 편한샌달 이동과액티비티가많으므로편한것으로준비, 기숙사용실내슬리퍼준비

모자 1개 – 야외활동시유용

선글라스 1개 – 야외활동이나투어시 유용. 저렴한제품으로준비

속옷및목욕용가운 속옷 7벌이상, 목욕용가운필수

위생용품

수건, 칫솔 일반타월 5장및스포츠타월 1장준비하면편리하게사용 / 칫솔 2개정도

화장품 스킨, 로션등개인이평소사용하는용품준비

비누와비누케이스, 샴푸와샤워젤
생필품을제공안되므로학교재학기간동안사용할수있는만큼준비필수. 
단, 소진시, 현지에서도구입가능

손톱깎기, 빗, 물병, 우산 개인적으로사용할수있는것으로준비

기타

야외활동용작은가방 등에메는 Back Pack 

필기도구 메모가능한작은수첩

사전 영한or한영사전/전자사전

손목시계 개인의취향에따라알람시계가능

개인소장품 일기장, 가족사진, 인형, 책등

안경이나콘택트렌즈 여유분준비

개인적으로복용하는약 의사처방전/사유서(해당시). 소화제, 후시딘외개인적필요약품

용돈 (약 100파운드 & 200유로) 개인용돈및기념품구입비, 유럽투어중식비용(3일분)

   

* 모든소지품에는본인의이름을부착해야합니다.



11.수속절차
종로유학약관
캠프신청서
여권사본

학부모동의서

캠프신청비 및
항공료납부

출국전
오리엔테이션

출국전
오리엔테이션

출 국

출국

[ 지원시제출서류]

- 종로유학원캠프약관, 캠프신청서, 캠프동의서, 여권사본, 계약금 100만원

- 신청후대한항공이티켓발권후전달

[ 비용납부방법]

- 신청시계약금 100만원 (환불불가)

- 5/27일까지나머지잔금

- 계좌정보 (종로유학원계좌문자안내)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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