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여름방학

운영계획서

1.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계획
1) 영어캠프 교육목적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부여 및 고취
전인적 영어 교육





다양한 형태의 실생활 영어 교육실시

전일 영어 환경조성 · 집중 교육실시
- 재미있는 실무형 영어
- English Only Zone 운영

해외 연수 체험형

- 24시간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원어민 교수와의 실생활 영어 표현 체험

영어환경조성

- 창의적 자기 주도형 영어 학습(읽기 · 쓰기 중심)
- 원어민 교사와의 토론 수업 진행

자기 주도형

-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대비
- Speaking과 Writing 집중 교육

영어특화교육

∘ Let's Learn English : 정규 수업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 고취
∘ Let's Experience English : 원어민과 보조교사와의 대화로 함께 배우는 다양한 외국 문화체험
∘ Let's Help Each Other : 단체생활 체험으로 국제 예절 배우고 익히기

2) 영어캠프 운영개요
∘ 주관 : 삼육대학교 평생교육원
∘ 기간 : 1차 – 2022년 07월 24일(일) ~ 2022년 07월 31일(일) (7박 8일 과정)
2차 – 2022년 08월 07일(일) ~ 2022년 08월 14일(일) (7박 8일 과정)
∘ 대상 : 초등학생 3학년 ~ 6학년 (160명/회)
∘ 금액 : 880,000원 (노원구청 지원

520,000원 + 학생 부담 360,000원)

∘ 장소 : 삼육대학교 교내(강의실, 강당, 교내식당, 생활관, 체육관, 운동장 등)
∘ 학급구성 : 정규반 8개 (체험과 놀이 중심의 영어교육 실시)
∘ 학급인원 : 20명 /반
∘ 교사구성 : 1 Class 당 원어민 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계 2명)

3) 준비 일정 및 캠프 일정
2022.06.03(금)

홍보 전단지 배포

2022.05.23(월) / 2022.05.30(월)

현수막 게시 신청(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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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월) ~ 2022.06.27(월)

노원구청 홈페이지 게시 홍보 및 현수막 홍보

2022.06.13(월) ~ 2022.06.27(월)

캠프 참가 학생 모집 접수기간

2022.07.07(목) 오후 3시

캠프 참가자 당첨자 발표

2022.07.07(목) ~ 2022.07.11(월)

레벨 테스트 응시 및 등록

2022.07.22(금) 오전 10시

운영진 오리엔테이션

2022.07.24(일) ~ 2022.07.31(일)

1차 캠프 진행

2022.08.07(일) ~ 2022.08.14(일)

2차 캠프 진행

4) 입소식 및 퇴소식 안내
∘ 입소식 : 2022. 07. 24(일) / 2022. 08. 07(일) 14:00 장소: 각 반 강의실
∘ 퇴소식 : 2022. 07. 31(일) / 2022. 08. 14(일) 13:00 장소: 요한관 대강당(홍명기홀)
입소식 순서(영상대체)

퇴소식 순서

국민의례

다 같 이

환 영 사

평생교육원장

캠프안내

캠프 Manager

교사소개

캠프 Head TA

국민의례

다 같 이

격려사

총장

축

노원구청장

사

환송사

평생교육원장

시상식

대 상 자

캠프영상 시청 및 반별 발표

5) 프로그램 소개
정규반 수업
ESL Class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및 발음, Phonics를 원어민 교사와 익
히는 Class – 주 교재 사용
공통 수업
원어민 교사와 함께 예술과 외국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Class

Arts and Culture

*활동내용 – Making Pizza, Cookies, Refrigerator Magnets,
Shrink Art, String Art

Journal Writing

Special Activity

매일의 활동을 일기로 써보며 에세이 및 작문에 필요한 유익한 표
현을 배우고 익히는 Class
스포츠를 통해 학습 시간에 배웠던 다양한 내용을 몸으로 직접 익
히는 체험 학습 Class
*활동내용

–

Molkky,
Gaga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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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sbee

Golf,

Floor

Ball,

Tee

Ball,

Night Program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율동을 통해 협동심과 우정을 나누는 공동
체 프로그램
원어민 교사와 함께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여 현장

Situational English

에서 필요한 회화를 익히고 경험하는 실용영어 과정으로 상황별
환경을 구성하여 친숙하게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수업
특별 프로그램
토요일
오전

원어민 교사, 보조교사와 함께 자연에서 영어를 배우고
자연을 체험하기 위한 Pathfinder 프로그램 진행

Saturday Program
토요일
오후

보조교사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고민을 상담하고 친교
를 나누는 프로그램 진행

모든 Class의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Mini olympic

통해 친목을 다지며 다른 Class 원어민 교사와도 즐겁게 대화하고
뛰어 놀 수 있는 놀이수업

영어공부로 지친 학생들의 심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보조 교사와
Talent Show

함께 조별 특별 Show를 준비하여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며 자신들
의 개성과 끼를 발휘하고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

Situational English

Airport

Hospital

Giving
direction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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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and Culture Activities

Pizza

Cookies

Refrigerator
Magnets

Shrink Art

String Art

Special Activities

Molkky

Frisbee
Golf

Tee Ball

Floor Ball

Gaga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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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재

정규반
ESL Class

※ 부득이한 사정(날씨, 외부 대관 여부 등)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경우 일부 프로그램
운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영어캠프 특징
∘ 24시간 영어로만 생활하는 EOZ 운영 (English Only Zone)
- 한국말 사용 시는 Penalty point를 부가하여 엄격한 영어 환경을 조성합니다.
∘ 영어로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 유발
- Arts and Culture, Special Activity 등은 정규 수업 외에 영어를 경험하는 활동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영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며, 실용 영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약 200개의 단어와 100개의 문장을 암기
- 각 레벨별 수준에 맞는 단어와 문장을 각각 20개, 10개씩 매일 암기하여 올바른 독해와 문
장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자격 있는 교사의 담임제 책임 수업
- 노원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의 교사진은 심층면접을 통하여 엄선한 교수능력과 인성을 겸비
한 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년의 영어캠프 운영을 바탕으로 경험 있고, 능력 있는 교
사들을 선발합니다.
- 학생들의 개인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담임 제도를 도입하여 보조교사와 Team Teaching
방식의 책임지도를 진행합니다.
※ 캠프 운영 중 교사의 신변(사고, 질병 등) 에 따라 부득이 담임교사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토요 특별 프로그램
- 토요일에는 보조교사들이 마련한 음악 무대를 감상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고민을 상담하
는 시간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아이들이 가진 갖가지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공감하는 시간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열린 캠프 운영
- 저녁 자유 시간을 이용하여 학부모와 학생 간의 전화 통화가 가능합니다.
- 참가 학생들과 학부모 간 통화가 가능하도록 핸드폰 허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화시
간: 3일째부터 18:30 ~ 19:00 사이(토요일에는 통화시간 없음)
※ 휴대폰이 없는 학생의 경우 운영본부에서 유선통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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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한 Level Test를 통한 수준별 반 편성
- 1 Class당 20명 단위로 총 8단계 구성
∘ 안전관리
- 캠프 기간 동안 생할관에서 보조교사와 같이 숙식하면서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교내 보건소
와 인근 병원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운영합니다.
- 휴식 시간에는 각 반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참가 학생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안전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캠프 기간 중 원어민 교사와 보조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캠프 적응도를 파악하고,
교사와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생활관 내에 각각 야간당직 직원과 조교 및 간호사가 상주하여 아이들의 취침을 지도합니
다. 취침 후에는 각 층의 중앙 복도에서 야간 근무자들이 30분 단위로 각 방을 확인하여 응
급상황에 대처합니다.
- 각 교실뿐만 아니라 생활관에서도 보조교사들은 학생들과 같은 층에 배정되어 함께 생활하
며 지도합니다.
- 캠프 기간 동안 매일 발열 체크 및 학생들의 컨디션을 수시로 체크하여 학생들의 건강에 유
의합니다.
- 주 4회 자가키트 검사 진행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합니다.
-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 수업하는 강의실의 방역에 더욱 신경써서 운영합니다.
- 기숙사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해당 확진자는 당일 퇴소 조치하고, 룸메이트는 2일 격리하고
이상이 없을 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룸메이트는 먼저 부모에게 연락 후 동의
하에 캠프 참여 또는 퇴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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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ily Schedule
Time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st Day

2nd Day

3rd Day

4th Day

5th Day

6th Day

7th Day

8th da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Cleaning

Pack Bags

07:30 - 08:00

Wake up & Wash Up

08:00 - 08:30

Breakfast

08:30 - 08:55

Self-Study

09:00 - 09:50

Situational

Situational

Situational

Situational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Talent

10:00 - 10:50
ESL Class

Show

11:00 – 11:50

Practice

12:00 - 12:50
13:00 - 13:50

Final Test

Pathfinder

Board Games

Activity

Sticker Market

Lunch
Awards

Immigration
Arts & Culture

14:00 – 14:20

Saturday
Program

Class Time
14:30 – 14:50

Journal Writing

15:00 – 15:20

Mini
Olympics

15:20 - 15:50

ESL Class

16:00 - 17:20

Special Activity

17:30 - 18:30
18:30 – 19:20

Special Activity Introduction

Dinner
Camp
Orientation

Self-Study

19:30 – 20:20

Night Program

20:30 - 22:00

Wash Up

22:00 -

Go to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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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r &
Rest
Pizza Party
Talent Show

Presen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