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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운영기관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소개

ENGLISH CAMPS
㈜국제교류연합



운영기관

자사 CAMP만의 장점

1. 공공기관(교육청, 국내대학 위탁 해외연수 등) 연수사업 및 기업체 임직원

자녀 해외캠프, MBC 연합캠프 수탁운영 등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

고 있습니다.

2.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제교류연합CAMP는 치안수준이 우수한

나라와 환경에서 진행합니다.

3. 교육의 질과 안전한 캠프를 위해 SNS를 통해 24시간 부모님과 소통하며, 

연수과정을 공유합니다.

4. 캠프 한번 보낼 비용으로 두 곳의 국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5. 각 국가별 정부기관의 협조 하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습니다.

- 말레이시아 정부의 초청으로 매해 지역 민속 축제에 참여하며, 

현지 신문사에 성공적인 캠프로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 싱가폴 및 말레이시아 교육과정은 타사와 달리 정규학교에서 진행됩니다.

6.     모든 과정은 국내외를 포함하여 위탁 없이 진행됩니다.

7. 타 캠프에 비하여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 기존 참가자의 재 참가율이 높은

캠프입니다.

8.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의 생활 및 학업을 관리합니다.

9. 재미있는 영어, 살아있는 영어로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ENGLISH CAMPS

㈜국제교류연합



운영기관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국가들 중 단연 최고의 교육 퀄리티를 자랑하는 나라

세계 경제 금융 및 교육의
중심 - 싱가포르

이중 언어 교육정책으로 영어가 중심적인 공용어로 사용

되고 있으며, 매년 세계 경제 포럼으로부터 국가경쟁력

1,2위를 다투는 국가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정비가 매우 엄격하여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치안은 물론 세계 최상위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소수의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현재는 각광받는 조기유학 국가 중 한 곳으로 어렸을 때

부터 전세계의 유능한 인재들을 만나 다국적 인맥 형성을

하기에 매우 좋은 나라입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과 뛰어난 교육 경쟁력

•안정된 경제와 인프라 시설 및 이용의 용이성

•고 품격의 생활과 다양한 문화 사회

•국제학생을 위한 이상적인 교육환경과 우수한 교육 품질

•동서양의 장점을 결합한 이국적이며, 가장 이상적인 유

학국가이며 최대의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진출 국가

ENGLISH CAMPS

㈜국제교류연합



운영기관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국가들 중 단연 최고의 교육 퀄리티를 자랑하는 나라

차세대 동아시아의 리더 –
말레이시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된 국가로 선진국에 비해서도

치안이 매우 안정된 국가이며 다민족 국가로 말레이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국가적으로 선진국의 다양한 교육 과정을 수용하여 우수한 국제

학교가 많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트위닝 프로그램을 운영 중

입니다. 2020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현재 말레이시아의

목표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정치적 안정성 및 깨끗한 도시 환경

•동남아시아 문화를 잇는 열대의 휴양 낙원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ENGLISH CAMPS

㈜국제교류연합



교육과정

-프로그램개요

-타사와 프로그램 비교

-교육목표

-싱가포르 공립학교

캠프특징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캠프특징

-프로그램일정표

-포토스토리&나의꿈-

"Before the Leadership camp, we never did 
any kind of speaking, and now we speak English all of the time," 

"It's easy once you know how.“  

ENGLISH CAMPS
㈜국제교류연합



교육과정 – 프로그램 개요

모든 프로그램을 한눈에!!!

ENGLISH CAMPS

구분 내용

주제 Get ready to have fun! / Get ready to learn!  

교육기관 싱가포르 명문 정규사립학교 &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국가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조호바루)

대상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일정 4주(20.01.04 ~ 20.01.31) – 1월 4일 출발해서 1월 31일 인천공항 도착

숙소 싱가폴(사립학교 기숙사) 및 말레이시아(프리미엄 콘도형 기숙사)

비용 4주 429만원 (불포함: 왕복항공권, 싱가폴 야외체험활동 식비5회, 개인 용돈)

수업

[싱가포르] 
싱가포르 사립학교 특별 영어수업
오후 야외체험학습(미션수행)
Team building 훈련 / Photo Story 
사립학교 문화교류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정규수업
방과 후 다양한 과외활동 (Home science, Chess, Football, Tennis 등)
주말 문화체험 활동

㈜국제교류연합



교육과정 – 프로그램 개요

자사 CAMP만의 특징

자사CAMP는 다릅니다

 싱가포르 교육부 명문 사립학교 특별 수업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정규수업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캠프 가운데 유일하게 양국 체류 및

정규 교육기관 수업

 현지 학생들과의 다양한 문화교류활동

 24시간 상시 의료인력 대기

 Student Centered Class 학생 주도식 수업

 미션해결방식의 현장체험학습

(Mission impossible in Singapore)

 탄탄한 커리큘럼, 다양한 프로그램

 팀 별 활동 (Photo Story)

[싱가폴 수업중]

[Art&Craft 수업]

ENGLISH CAMPS

㈜국제교류연합



교육과정 – 타사와 프로그램 비교

자사CAMP(싱가포르/말레이시아) 타사캠프(싱가포르/말레이시아) 타사캠프(필리핀 영어캠프)

교육과정

싱가포르
명문사립학교 수업
현장체험활동, Treasure Hunt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정규수업
다국적 외국인 문화교류 활동

싱가포르
교육과정 없음
*싱가포르 교육자체가 없음

말레이시아
자체 단체수업

자체 ESL센터에서 맨투맨 수업 및
그룹수업

강 사
국제학교 원어민 정교사, 

보조교사

동남아시아 - 필리핀/말레이시아
강사 일부 원어민 수업 대다수 필리핀 강사

주변환경

싱가포르
세계적인 치안 강국 , 교육 선진국
말레이시아
아시아 내에서 정치적 안정으로
치안이 상당히 안정적

말레이시아
아시아내에서 정치적 안정으로
치안이 상당히 안정적

필리핀
폭우, 쓰나미 등 자연재해에
민감하며 교육장 외 외부활동을
하기에는 치안이 매우 불안정

체 류

싱가포르
사립학교 기숙사 /

말레이시아(조호바루)
프리미엄 콘도형 기숙사

말레이시아
자체연수센터의 외부 호텔 등
*비용절감을 위해 당일 싱가포르
투어 6~7회 진행

필리핀 자체 숙박시설
(학원 기숙사 또는 리조트 활용)

㈜국제교류연합



교육과정 – 교육목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전략적 접근

ENGLISH CAMPS

. 세계 속의 목표설정

. 현지 국제(사립)학교
의 정규수업 참여
. 현지 학생들과의
다양한 문화 교류
. 나를 표현하는
Public speech
향상

. 자존감 회복

. 영어 훈련을
통한 자신감 향상

. 영어 근육을 만들기
위한 큰 소리로

말하기 훈련

. 영어로 사고하기

. 논리적 사고 훈련
(Brain storming)
. 영어를 학습이 아닌

언어로 접근하고, 
이를 다양한 방
식으로 반복 훈련

.  공동체 훈련을 통한
능동적인 참여

.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능력 향상

Think in 
English

Self 
Confidence

Global 
Leadership

Work
in a Team

㈜국제교류연합



교육과정 – 싱가폴 사립학교 캠프 특징

ENGLISH CAMPS

1917년 설립된 난양사립학교는 싱가포르 최고 명문 학교 중에 하나로
기숙사를 운영하면서도 최근 수년간 졸업시험인 PSLE 점수가 전국 1~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특징]
1. 단기 Study tour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 과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
2. 교육부 영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과학 및 수학 재능 프로그램은 스탠포드 EPGY 수학과정 제공
4. 매년 발표하는 공식 학교 순위에서 최고의 학교로 선정
5.  교내 기숙사 생활로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24시간 학생관리

㈜국제교류연합

http://www.panoramio.com/photo/30864976


교육과정 –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캠프 특징

ENGLISH CAMPS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영국식 교육과정인 캠브리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교과과정을
진행하며, 최신식 시설에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경험 많고 능력 있는 교사들과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업 만족도가 매우 우수한 국제학교
입니다.

[특징]
1.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
2. 현대적인 시설 및 콘도형 기숙사에 체류
3. 방과 후 다양한 과외활동 진행
4. 정규과정 내 영어 수업 과정 추가 편성으로 단기 Study tour 참가자들의 적응 용이
5. 학생별 1대1 버디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지 문화 교류 및 영어 습득에 대한 동기부여

㈜국제교류연합

http://realschools.edu.my/cahayans-shine-in-cambridge-igcse/
https://www.ihg.com/holidayinn/hotels/us/en/reservation


교육과정 – 말레이시아Module별 학습내용

ENGLISH CAMPS

영국식 정규과정은 캠브리지 프로그램을 적용한 국제학교로 캠프 참가자를 위한 맞춤 교육과정 운영

아래는 교육과정의 샘플 Time table로 캠프 참가자는 국제학교 학생들과 정규 수업에 함께 참여하며, 수업 과정은
영어 수업의 비중을 높이고, 특별 과정으로 말레이시아 문화교류와 다양한 Activity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합니다.
Academic 수업 과정은 8:00 ~ 16:00분까지 운영되며 14시 이후 2시간 동안 별도의 과외활동
(BADMINTON, HOME SCIENCE, TRACK & FIELD, DANCE, BASKET BALL, BADMINTON, TABLE TENNIS, CHESS 등 )
이 진행됩니다. 

㈜국제교류연합



교육과정 – 전체 프로그램 일정표(4주프로그램)

명확한 목표 설정과 전략적 접근

㈜국제교류연합

SAT SUN MON TUE WED THUR FRI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1차팀 인천출발 도착OT 국제학교 입학 & OT ESL영어수업 ESL영어수업 ESL영어수업 ESL영어수업

싱가폴 도착 개인정비 방과 후 과외활동 방과 후 과외활동 방과 후 과외활동 방과 후 과외활동 방과 후 과외활동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13일차 14차

주말체험활동
개인정비

국제학교수업 국제학교수업 국제학교수업 국제학교수업 국제학교수업
팀별활동

조호바루 동물원& 
AEON MALL

물놀이& BBQ 방과 후 과외활동 방과 후 과외활동 방과 후 과외활동 방과 후 과외활동 방과 후 과외활동

15일차 16일차 17일차 18일차 19일차 20일차 21일차

주말체험활동
개인정비

국제학교수업 국제학교수업 국제학교수업 국제학교수업 포토스토리
팀별활동

원주민 마을 체험활동 물놀이 방과 후 과외활동 방과 후 과외활동 방과 후 과외활동 국제학교 수료식 반딧불이& 풍등체험

22일차 23일차 24일차 25일차 26일차 27일차 28일차

개인정비 ESL영어수업 ESL영어수업 ESL영어수업 ESL영어수업 싱가폴 문화체험 인천도착

AEON Center
싱가폴 문화체험

River Safari

싱가폴 문화체험
Gardens by the Bay

Marina bay Sands

싱가폴 문화체험
Sentosa Adventure 

Co ve

싱가폴 문화체험
Science Center / 
J CUBE 쇼핑몰

Universal Studio



교육과정 – 일일시간표 샘플(4주 프로그램) ㈜국제교류연합

말레이시아 싱가폴

6 : 30 기상,세면 기상,세면(7 : 0 0)

7 : 00 등교준비 체조(7:: 3 0)

7 : 20 스쿨버스탑승 아침식사(8 : 0 0 )

8 : 00

정규수업 & ESL영어수업

( English, Science, Art, Lego, Physical Edu, Music, Cultural Exchange, 
History etc)

[오전] ESL영어수업

점심식사 : 12:00 ~ 13:00

[오후] 야외체험활동 or Treasure Hunt

Gardens by the bay

Marina bay

Advanture Cove(워터파크)

사이언스 센터

리버 사파리

유니버셜 스튜디오

9:30 아침식사

10 : 00

정규수업 & ESL영어수업

( English, Science, Art, Lego, Physical Edu, Music, Cultural Exchange, History etc)

1 4 : 00 점심식사

14 : 30 방과 후 Activity 및 ESL영어회화

16 : 30 수학선행학습 또는 영어받아쓰기

저녁식사18 : 00 저녁식사

19 : 00 영어일기 / 팀별 포토스토리 팀별 포토스토리 마무리

20 : 30 자유시간 Supervised Study

21 : 30 취침준비 취침준비

22 : 00 취침 취침



ENGLISH CAMPS

교육과정 – Mission impossible in Singapore

딱딱한 교실 영어는 이제 그만 !!!. 

“Treasure Hunting” 어학과정으로 인하여 쌓인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며, 새로운 문화에 대한 체험과정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팀 별 미션이 주어지며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싱가포르 구석구석을 누비
며 현지의 문화와 역사, 과학, 예술 등을 스스로 체험하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하도록 돕습니다

㈜국제교류연합



ENGLISH CAMPS

교육과정 – Mission impossible in Singapore

문화체험활동은학생들이팀을구성하여탐방지를답사하고현지인과의인터뷰를통해보물(?)을 발견하는프로그램으로,학생들의능동적인팀활동을통해진짜
싱가포르&말레이시아를경험할수있습니다.또한싱가포르최대규모의wild WildWet, River Safari 그리고Universal Studio등중간중간신나는Acitivity는

피로에대한재충전과재미와멋진추억을선사합니다.

싱가포르구석구석을누비며현지의문화와역사,과학예술등다양한주제가운데우리와의차이점을찾아답사하고주어진미션을수행합니다.

01
Gardensby the bay&MarinaBay
100만 평방미터가넘는초대형공원에발을들여놓으신적이있으신가요?

이곳은25만종의희귀 식물들을키우기위한환경을인공조성하여꾸며

놓은곳으로수십만종의희귀식물뿐만아니라 미래에서온듯한16층

높이의수퍼트리(Supertrees)가 있습니다.단연학생들에게는인기가 최고

이며이나무들은공원의온실에서필요한빗물을모으고,태양에너지를

생성하며,환기장치 역할도합니다.

02
아시아최초로강을주제로한 야생생태공원River Safari

세계적으로유명한양쯔강,미시시피강,콩고,나일강,갠지스강,메콩,

아마존등을그대로재현한리버 사파리에서는강유역에살고있는

150여종의식물과300여종의 동물들을만날수있습니다.

자연 서식지를그대로모방한이곳은동물과물고기들뿐아니라생태환경의

보존과야생동물의서식지에 대한교육을하기에도매우적합한 곳입니다.

㈜국제교류연합

http://www.isango.com/singapore/singapore-river-safari-guided-tour_24202


ENGLISH CAMPS

교육과정 – Mission impossible in Singapore

03
싱가포르최대의워터파크 AdvantureCove
학생들이가장열광하는시간입니다.사방이물이고신나는일뿐입니다.

싱가포르최대의 물놀이공원으로진짜와꼭같은파도수영장은물론다양한

탈꺼리와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04
세계10대과학전시관Science Center
보기만하는것이아니라과학을직접체험해볼수있는테마파크입니다.

총14개의전시관에서는착시 현상,항공과학등과학,수학,기술과관련된

다양한범위의주제를가지고전시를선보이고있습니다.

전체전시체험관의크기가워낙에방대하고내용이많기때문에팀별로주어진

미션을수행하기 위해서는바삐움직여야합니다.

가끔과학에관심이많은학생이팀에있는경우다른학생들은 경이로운눈으로

바라보기도합니다.

05
영화속마법의세상Universal Studio
캠프내내학생들이가장기다리고기다리는유니버셜스튜디오싱가포르는동남

아시아에서유일한 유니버셜스튜디오테마파크로서24가지어트랙션중18가지

는오직싱가포르에만있다고합니다. 시간이아까워서사진을찍어달래도얼굴

도비치지않고도망다니며놀이기구에열중합니다.그래도 입구에서있는

'Universal Studio' 지구본앞에서사진은놓칠수 없겠죠!!

㈜국제교류연합

http://www.rwsentosablog.com/things-you-dont-need-to-bring-to-adventure-cove-waterpark/


ENGLISH CAMPS

교육과정 – Mission impossible in Singapore ㈜국제교류연합



교육과정 – 포토스토리 & 나의 꿈 노트

나의 꿈!! 

캠프 전 과정 동안 매일 자신과 관련한
글을 쓰도록 주제를 설정하되 자신의
꿈을 최종 미션으로 한조각 한조각의
퍼즐을 완성하여 마지막주에 모든
내용을 취합하여 나의꿈 노트를
영어로 멋지게 작성

포토스토리!!

위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한달 동안의
캠프 활동을 한조각 한조각 모은 후
아름다운 추억으로 담을 수 있는
동영상 포토 스토리 북 만들기

ENGLISH CAMPS

㈜국제교류연합



교육과정 – 포토스토리

ENGLISH CAMPS

㈜국제교류연합



교육과정 – 공동체 훈련을 통한 Leadershp Training

글로벌 리더로서의 품성함양, 영어표현능력 향상,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체득

공동체 생활을 통한 철저한 생활관리와 작은 공동체내에서의 역할분담 그리고 책임감을 통해 리더쉽을 함양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바른 태도는 영어 학습 능률을 향상하는데도 기여합니다.

ENGLISH CAMPS

㈜국제교류연합



캠프장소안내

-싱가포르 사립학교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ENGLISH CAMPS

㈜국제교류연합



ENGLISH CAMPS

생활안내 – 싱가포르 사립학교

싱가포르 난양사립학교는 싱가포르 최고 명문사립학교로 정평이 나 있으며 싱가포르 교육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교재
없는 수업을 운영하여, IPAD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실내에서는 엄격한 규율에 따라 현지 학생들과 똑같이 생활합니다. 
외부인은 기숙사 내부로 전혀 출입이 되지 않도록 24시간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http://www.panoramio.com/photo/30864976


ENGLISH CAMPS

생활안내 – 싱가포르 사립학교

학생들의 방은 2~4인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각 방에는 세면시설 및 간단한 취식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연합



ENGLISH CAMPS

생활안내 – 싱가폴 사립학교

교내 기숙사는 학생들의 각종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국제교류연합

https://www.flickr.com/photos/austboarding/11197367695/in/set-72157638335439183
https://www.flickr.com/photos/austboarding/11197345245/in/set-72157638335439183
https://www.flickr.com/photos/austboarding/sets/72157638335439183/page2/
https://www.flickr.com/photos/austboarding/11197473803/in/set-72157638335439183
https://www.flickr.com/photos/austboarding/11197430726/in/set-72157638335439183
https://www.flickr.com/photos/austboarding/11197948384/in/set-72157638335439183
https://www.flickr.com/photos/austboarding/sets/72157638335439183/
https://www.flickr.com/photos/austboarding/11197983905/in/set-72157638335439183


ENGLISH CAMPS

생활안내 –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국제학교의 건물 전경입니다. 영국식 캠브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 교내에는 정규 과정을 위한 다양한 실
습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캠프 참가자들도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국제학교 정규 수업과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
니다.

㈜국제교류연합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o2Iel6v7OAhXMjpQKHadoBIkQjRwIBw&url=https://www.youtube.com/watch?v=myg2OgEsCc4&bvm=bv.131783435,d.dGo&psig=AFQjCNGVPQ2ChD-iNnLliT_YAqKgJEEt-w&ust=1473391786127386


ENGLISH CAMPS

생활안내 –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교내에는 영어뿐 아니라 다양한 수업과 실습을 위한 시설은 물론 방과 후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등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국제교류연합



ENGLISH CAMPS

생활안내 –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아래에는 과학실험, 레고, 자유토론 등 다양한 수업 진행 모습입니다.

㈜국제교류연합

http://schooladvisor.my/schools/real-international-school/


생활안내 – 말레이시아 콘도형 기숙사

고급형 콘도는 학생들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국제교류연합

https://www.flickr.com/photos/austboarding/11197367695/in/set-72157638335439183
https://www.flickr.com/photos/austboarding/11197345245/in/set-72157638335439183
https://www.flickr.com/photos/austboarding/sets/72157638335439183/page2/
https://www.flickr.com/photos/austboarding/11197473803/in/set-72157638335439183
https://www.flickr.com/photos/austboarding/11197430726/in/set-72157638335439183
https://www.flickr.com/photos/austboarding/11197948384/in/set-72157638335439183
https://www.flickr.com/photos/austboarding/sets/72157638335439183/
https://www.flickr.com/photos/austboarding/11197983905/in/set-72157638335439183


학생관리계획

- 생활관리

- 안전관리

- 기타 관리방안

"We value your safety and a child-friendly environment 
all while having fun and encouraging learning.

ENGLISH CAMPS

㈜국제교류연합



ENGLISH CAMPS

학생관리계획 – 생활관리

작은 목표 하나부터 이를 성취하기까지 일일이 관리합니다.

Ⅲ
교사/학생 24시
간 함께 거주

Ⅱ
24시간 소통창구 마련

Ⅰ
‘눈으로 보이는 관리’

Ⅳ
24시간 안전요원
배치

국내 사무실 및 현지관리 사무실에 “ 현황판”을 제작, 운영하여 학생들의
일정, 어려운 점, 계획 등을 학생 별로 세세히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국내와 현지간의 의사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되며 학생관리에 있어 소
홀함이 없도록 노력합니다.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 온라인카페 / 네이버 밴드를 개설
하고 전담 관리 직원을 배정하여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파견 학생에 대한 전달 사항이나 생활모습들이 파악되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 현지 일정, 진행사항, 애로사항, 생활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 학부모의 공지는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교사 별 담당 학생들을 구성하고, 이를 직접 통솔 관리합니다.
- 학생과 생활공간을 단일화하고 학생 별 일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합니다.(건강상태, 교육 및 현장실습에 대한 내용 등 기록)

-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로 보고되는 사례는 관리자를 통해 보고하고, 이에
맞는 초동 조치 이후에는 부모님께 즉각적인 보고를 취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생 관리를 진행하며 그러기 위해 경험이 충분하고
현지 사정에 능통한 직원을 배정합니다.
- 학교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 24시간 안전요원의 순찰을 강화합니다.
- 출국 전 숙소와 주변지역을 확인하고, 위해 요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건사고 또는 질병 등의 비상시에 대응하는 업무 매뉴얼을 완비합니다.

㈜국제교류연합



학생관리계획 – 캠프 중 아이들 관리가 궁금하신가요?

작은 목표 하나부터 이를 성취하기까지 일일이 관리합니다.

목표설정관리, 교육간 수업 진도, 학습 수준에 따른 재배치, 부적응자 관리

위생관리, 사고 및 질병, 식사관리, 사전단체 여행자보험

* 건강관리를 위해 현지 의료진은 24시간 상시 동행 또는 대기합니다.

이동시 교통안전교육, 개인 소지품 점검, 

개별명찰부착 (현지 비상연락망, 학생별 건강정보입력)

일일 점검사항 및 식단관리, 응급대응 매뉴얼 구축(외교부 지침에 따름)

SNS(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를 활용하여 24시간 학부모님과 소통

교육관리

일상생활

외부활동

관리& 보고

부모님과의
소통

ENGLISH CAMPS

㈜국제교류연합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점 감사 드리며,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캠프가 될것을 약속 드립니다.

㈜국제교류연합

ENGLISH CAM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