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OL 액티비티-도전 액티비티-체험 수학여행

즐거움, 배움 그리고 도전이 있는 캠프
IPEC 뉴질랜드

2023년 1월



1. 개요

Click on the model to interact

캠프일정  2022년12월31일 인천 출발 (4,8주), 2023년 1월1일 오클랜드 도착 - 인솔자동행
 2023년 1월28일 오클랜드 출발, 당일 인천 도착 (4주) – 출발, 귀국 인솔자 동행
 2023년 2월25일 오클랜드 출발, 당일 인천 도착 (8주) – 출발시만 인솔자 동행

캠프행사학교  오클랜드 센트럴에 위치한 Remuera Intermediate School 

프로그램판매가
 535만원 (4주_영어연수)
 1,000만원 (8주_영어연수4주+정규스쿨링4주)
(불포함 내역:비행기요금, 개인용돈)

프로그램포함내역  학비
 홈스테이비용(일 3식제공)
 액티비티 입장료
 수학여행비용

프로그램특징  20년 넘게 캠프 프로그램 운영
 안전하고 자연 친환경적인 도시에서 학생들이 직섭

원어민들과 부디히며 체험하는 프로그램
• 다양한 수업 구성(음악과 영어, 스포츠와 영어, 게임과 영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 학습 유도)

• 홈스테이와 친밀도 높이기 프로젝트(한국문화소개 프로그램)
• 다양한 여름 액티비티, 문화체험

모집대상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1학년

숙박안내 (11월말최종확정)
-1월첫주는뉴질랜드연휴기간으로홈스테이가모두돌아오지않을경우첫 1주는학생들
숙박이가능한기숙사에서가디언과함께체류할예정
단, 모든홈스테이가첫주에호스팅이가능할경우도착과함께홈스테이로바로배정될예정



2. 학교소개 - Remuera Intermediate School

Click on the model to interact

학교모토및구성

학교위치

 오클랜드 시티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센트럴에 위치함

 주택가에 위치하고 주변에 많은 상가들이
있어 편리함

 “We are Thinkers, Achievers, Leaders & 
Innovators”라는 모토 아래 미래의 성공을
위해 준비하는 중학생들을 위해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함.

 Year 7 ~ year 8 (만12세 ~ 만 13세)
 재학 생이 총 985명 임.

교과과정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보건, 체육, 댄스 ,연극등
다양한 과목을 가르침, 미술, 음악, 기술은
특수교사가 담당하고 있음. 프랑스어와 일본어를
선택하여 배울 수 있음.

 부족한 영어를 위한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음.

특이사항

오클랜드 내 최우수 학군으로 유럽인 정착시기인
200여년 전 부터 발전이 시작 지역으로 오늘날 까지도
많은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임.
 전반적인 지역 분위는 매우 차분하며, 현지인들 또한
매우 젊잖은 중장년층이 두터운 지역임



3. 프로그램 & 일정

Click on the model to interact

2023_JAN_ITINERARY

Week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월1일

한국출발

W_1 1월2일-D1 1월3일-D2 1월4일-D3 1월5일-D4 1월6일-D5 1월7일-D6 1월8일-D7

9-1pm 오클랜드도착 연수생을위한인텐시브영어수업
토요액티비티-
트리어드벤쳐

홈스테이배정
1-5pm 기숙사배정 스카이타워방문 액티비티를통한영어 시티미션수행 I 액티비티를통한영어

W_2 1월9일-D8 1월10일-D9 1월11일-D10 1월12일-D11 1월13일-D12 1월14일-D13 1월15일-D14

9-1pm 연수생을위한인텐시브영어수업
뉴질랜드북단끝수학여행

1-5pm 액티비티를통한영어 쇼핑미션수행 액티비티를통한영어 전쟁-자연박물관방문

W_3 1월16일-D15 1월17일-D16 1월18일-D17 1월19일-D18 1월20일-D19 1월21일-D20 1월22일-D21

9-1pm 연수생을위한인텐시브영어수업
오클랜드동물원방문 홈스테이와함께

1-5pm 액티비티를통한영어 롹클라이밍 액티비티를통한영어 요팅체험 액티비티를통한영어

W_4 1월23일-D22 1월24일-D23 1월25일-D24 1월26일-D25 1월27일-D26 1월28일-D27 1월29일-D28

9-1pm 연수생을위한인텐시브영어수업
승마체험

출국

1-5pm 액티비티를통한영어 시티미션수행 II 액티비티를통한영어 켈리탈톤수족관 액티비티를통한영어 한국도착



1. The solar system and planets’ orbits

Click on the model to interact

1. The solar system and planets’ orbits4. Intensive English(오전 영어 학습 프로그램)

9:00-9:10 1분스피치 각 그룹 별 1인이 나와서 자신의 전 날 홈스테이 혹은
경험한 활동에 대한 스피치를 한다.

9:15-10:30 리딩,문장만들기 다양한 장르의 리딩 자료를 레벨에 맞춰 읽기를 통해 발음
교정은 물론 읽기 후 내용 혹은 주제로 토론을 하며(스피킹
활성화) 토론 후 써머리 쓰기를 한다. 학생이 써머리를
하는 동안 교사는 각 학생의 문장 쓰기에 도움을 준다

10:30 -10:50 아침휴식및간식 오전 간식시간

10:50 -11:30 게임을통한듣기 그룹, 레벨 별 다양한 지시언어를 통해 듣기 및 집중력을
향상한다. 

11:30-12:30 단어게임 그룹, 레벨 별 매일 학습해야 할 단어 데트스 및 그 단어를
이용한 다양 한 게임 및 재미 있는 문장 만들기 게임

12:30-1:30 점심시간 즐거운 점심식사 및 휴식

1:30-2:20 롤플레이 그룹별, 레벨별 롤 플레이 마지막 종업식 때
그룹별 롤 플레이 공연 준비

2:20-3:10 스포츠 뉴질랜드 학생들이 즐겨하는 다양한 스포츠를
배워보는 시간, 넷볼, 럭비 등

3:10-3:30 오후휴식및간식 오후 간식시간

3:30-5:00 서바이벌잉글리쉬

미션 수행은 역동적인 실제 현장에서 진행된다. 
직접 원어민을 상대해야 하는 현장에서 살아
남아야 할 현장 영어를 미리 연습해 본다



5. 액티비티(도전정신을 키워보자)

시티미션 1  &  2

 본 프록그램에 가장 하이 라이트. 10여개의 미션이 주어지며 미션 수행자는

핸드폰 및 인솔교사(안전을 위해 동행하는 교사,위험하거나 미션지역을 벗어나기

전엔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의 도움 없이 미션을 수행 해야 한다.

모든 미션은 주변 행인 혹은 행사장 스탭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어를 구사해 원하는 정보를 얻어 내야 한다

본 미션은 소그룹으로 진행이 되며, 모든 구성원이 미션에 참가해야 한다. 

미션은 미션지만 제공이 되며, 출발 부터 미션수행 그리고 학교로 돌아오기 까지

본인들의 교통, 방법 등을 스스로 판단하고 수행해야 한다.

본 미션을 통해 도전정신을 키우고 스스로 해외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한다



6. 액티비티(도전정신을 키워보자)

트리어드벤쳐

 오클랜드에서 40여분 서쪽에 위치한 트리어드벤쳐는 숲 속에서 다양한

스릴이 넘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활동 중 하나다

 다양한 활동을 하기 전 30분 넘게 안전 교육을 받고, 한 명씩 하니스 착용

및 안전장치를 확인 후 활동을 하게 된다

 안전교육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한국어 두 언어로 설명 된다

 안전을 위해 중급 난이도 까지만 활동을 하게 된다

 집라인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우천시 활동에 안전 확보가 어려움으로 변경될 수 있다

롹 클라이밍

 실내 롹클라이밍 활동으로 사적 전 하니스 착용 및 클라이밍시 주의 사항을

교육 받는다

 안전을 위해 주의 사항은 영어/한국어 두 언어로 설명된다

 모든 학생은 경험과 상관 없이 기초단계부터 클라이밍을 한 후 다음 단계로

이동 할 수 있다

 2 단계 클라이밍을 한 후 자유 활동을 할 수 있다



7. 쇼핑미션 (도전정신을 키워보자)

쇼핑미션

 오클랜드 대형 쇼핑몰에서 하는 액티비티

 소그룹별로 다양한 미션 액티비티가 주어지며 주어진 시간안에 가장 많은

미션을 수행한 조가 우승하게 된다

 본 미션을 통해 어떤 종류의 샵들이 있는지, 무엇을 파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한국에서 파는 비슷한 물건과 가격비교해 보가, 다양한 유명한

음식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A 라는 음식은 어디서 파는지 그리고 그

재료는 무엇이 들어가고 가격은 얼만지 등을 배우게 된다

 핸드폰 상요 금지며, 쇼핑몰에 있는 정보와 샵 혹은 쇼핑몰 직원에거

물어가며 미션을 수행 해야 한다. 

 쇼핑미션을 수행하며 귀국 시 친지 및 친구들 선물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8. 액티비티(체험)

전쟁 -자연박물관

 뉴질랜드 역사와 1차,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록이 있다

 한국전 참전 용사 명단도 확인이 가능하다

 뉴지랠드 자연의 특이점 및 다양한 동식물 관련 기록을 있다

 마오리 문화체험이 가능하다

 선사시대 구현



9. 액티비티(체험)

요팅 -마리타임 뮤지움

 오클랜드의 다른 이름은 City of Sails 다, 그 만큼 해양 활동이 풍성한 도시다.

 해양 활동의 꽃은 아무래도 Sailing 이다, 안전상 문제로 각자 학생이 세일 체험을 할 수 는

없지만 모터가 없던 시절 돗을 이용해 항해 하던 시대를 체험 해 본다.

 1시간 동안 오클랜드의 와이타마타 하버를 항해 하며 아름다운 오클랜드를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어본다



10. 액티비티(체험)

수족관 -켈리탈톤

 뉴질랜드 근해에 서식하는 다양한 해양 생물을 체험 한다

 남극에 서식하는 킹펭귄을 근접거리에서 체험한다

 다양한 뉴질랜드 해양생물에 대한 영어로된 퀴즈를 풀어본다

수족관 -승마

수족관 -동물원

 오클랜드에서 1시간 조금 넘게 떨어진 승마 체험장

 승마전 충분한 안전교육이 실시되며

 승마시 안전 요원들이 함께 인솔해 승마 체험을 진행한다.

 동물원의 하이라이트 키위새를 찾아본다. 밤에만 활동하는 야행성이라 찾기가 안쉬움

 뉴질랜드에 서식하는 동물은 물론 동물의 천국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도 만나보자

 동물에 대한 다양한 상식 문제를 풀어보자, 물론 영어로 된 문제다



1. The solar system and planets’ orbits

Click on the model to interact

11. 수학여행 Day-1

이동
 오클랜드에서 약 3.5시간 떨어진 Paihia로 이동
 아침 휴식 1차례, 화장실 Stop 2회

점심식사  관광지로 한식 식당이 없어, 현지식

크루즈

 홀인더롹 크루즈. Bay of Island 지역 크루징을
하면서 아름다운 해안과 섬 관광
 날씨가 허락되면 배가 동굴을 통과한다
 돌고래와 운이 좋을 경우 고래도 만나 볼 수 있다

케리케리 폭포  숲 길을 지나 위치한 고즈넉한 곳에 위치한
폭포를 감상해 보자

푸케티산림욕  늦은 오후 1800살이 넘은 카우리 숲에서
산림욕을 하며 자연을 느껴본다

저녁식사  BBQ 한식

숙박  3성급 호텔



1. The solar system and planets’ orbits

Click on the model to interact

12. 수학여행 Day-2

조식  호텔조식

9 0마일비치  끝이 업보이는 해안가에서 아름 다운 바다를
만끽해 보자

조개 줍기  간조시간이 맞는다면 90마일 비치에서 수를 셀 수
없는 조개를 만날 행온이 있다. 

샌드듄
 자연이 만들어 낸 진기한 풍경. 푸른 숲 옆에
있는 사막, 사막이 아닌 고은 모래가 바람에
날려와 만든 거대한 모래 언덕이다. 모래 썰매로
스릴을 만끽해 보자

케이프 레인가  뉴질랜드의 북단 끝. 정말
탁트인 바다와 아름 다음 만
그리고 순수한 자연이 그대로
느껴지는 곳

저녁식사 /숙박  BBQ 한식 / 3성급 호텔



1. The solar system and planets’ orbits

Click on the model to interact

13. 수학여행 Day-3, 기타사진

이동
 오클랜드로 약 3.5시간 이동
 아침 휴식 1차례, 화장실 Stop 2회

점심식사  왕가레이 타운베이슨에서 현지식



1. The solar system and planets’ orbits

Click on the model to interact

14. 기숙사

기숙사 위치
 오클랜드 시티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센트럴 파넬이라는 지역에 위치함

 주택가 안에 위치해 조용하고 안전함

 바다가 가깝고, 지역내 공원과 퍼블릭 수영장

있음.

기숙사 시설

 2인실, 3인실, 4인실 제공 됨

 남,녀 화장실 및 샤워실 구분되어 있음

 식당, 휴계실 그리고 세탁실은 1층에 남녀

나뉘어진 룸은 2층에 위치함



1. The solar system and planets’ orbits

Click on the model to interact

15. 홈스테이

홈스테이 배정

홈스테이 선정 방법
 레뮤에라 및 근교 지역 학교를 통해 홈스테이 가정 모집
 학교 담당자를 통해 1차 screen 작업
 1차 스크린된 가정 방문, 기본 필수 사항 체크를 통한 2차

스크린 작업. 
 2차 스크린 과정을 거친 가정의 가족 중 만 18세가 넘는 가족

구성원들 대상 경찰 신원 조회
 경찰신원조회 문제가 없을 경우 홈스테이 주의 사항

오리엔테이션 이후 홈스테이 지정

홈스테이 위치 및 기타사항

 홈스테이는 차로 20분 안에 위치한 지역에 있는 가정을 지정
 가능 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우선 순위 제공
 기본 구비 사항

 2인 1실 – 침대(싱글2개 혹은 퀸베드 이사 사이즈 베드)
 하루에 1시간 이상 학업 할 수 있는 공간 및 데스크

 1일 3식 제공(점심 도시락 제공)
 학교 등하교 지도



16. 프로그램 & 일정(4주+4주, 스쿨링 프로그램)

Click on the model to interact

W_5 1월30일 1월31일 2월1일 2월2일 2월3일 2월4일 2월5일

9-3pm 수학여행(1박2일) 수학여행(1박2일) 홈스테이와함께 학교오리엔테이션, 반배정 본과반체험

놀이동산 홈스테이와함께

3-5pm 타우포 로토루아 홈스테이와함께 홈스테이와함께 홈스테이와함께

W_6 2월6일 2월7일 2월8일 2월9일 2월10일 2월11일 2월12일

9-3pm 화이탕기데이휴일 본과반참여및액티비티를통한친구사귀기프로젝트(점심시간)

Parakai 온천수영장 & BBQ 홈스테이와함께

3-5pm 홈스테이와함께 방과후수업 방과후수업 방과후수업 방과후수업

W_7 2월13일 2월14일 2월15일 2월16일 2월17일 2월18일 2월19일

9-3pm 본과반수업참여및 액티비티를통한친구사귀기프로젝트(점심시간)
WIldWest - 가넷서식지

탐방
홈스테이와함께

3-5pm 방과후수업 방과후수업 방과후수업 방과후수업 방과후수업

W_8 2월20일 2월21일 2월22일 2월23일 2월24일 2월25일

9-3pm 본과반수업참여및 액티비티를통한친구사귀기프로젝트(점심시간) 오클랜드출국

3-5pm 홈스테이와함께 인천도착



1. The solar system and planets’ orbits

Click on the model to interact

17. 수학여행 (타우포) Day-1

이동
 오클랜드에서 약 3.5시간 떨어진 타우포로 이동
 아침 휴식 1차례, 화장실 Stop 2회

점심식사  관광지로 한식 식당이 없어, 한인이 운영하는
Sushi Shop 에서 돈부리

타우포호수  싱가폴 전체와 사이즈가 비슷한 타우포 호수, 
파도가 치는 호수 산책

번지첨프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타우포 번지. 47m
의 높이에서 스릴넘치는 번지점프를 TRY?

후카폭포
 타우포 남쪽 설산에서 흘러내린 옥색빛의
엄청난 양의 물이 협곡을 흘러내려가는 장관을
볼 수 있다

와이오타푸  일명 샴페인풀이라고 불리는 Hot pool. 
지열활동으로 자연이 만들어낸 진기한 풍경 감상

저녁식사  한식

숙박  3성급 호텔



1. The solar system and planets’ orbits17. 수학여행 (로토루아) Day-2

이동  타우포에서 로토루아까지 약 1시간 이동

아침식사  호텔 조식

적송숲산책  싱가폴 전체와 사이즈가 비슷한 타우포 호수, 
파도가 치는 호수 산책

양몰이쑈  양몰이 쑈와, 양털깍기 등 다양한 양, 소 및
동물을 체험 한다

전망대식사 (점심 )  로토루아 호수가 보이는 전망대에서 점심식사

루지  가장 인기가 많은 액티비티로 산 아래를 향해
달려가는 루지를 타면서 스릴을 느껴보자

이동 (귀가 )  로토루아에서 오클랜드까지 약 3시간 이동



18. 액티비티(도전정신을 키워보자)

놀이동산

 오클랜드시티에서 남쪽으로 25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Rainbow’s End. 

뉴질랜드에 유일한 놀이 동산이다. 

 다양한 놀이 기구를 타며 그간 쌓아 놓을 스트레스를 날려 보자.



18. 액티비티(여름을 즐겨보자)

파키리온천수영장 & BBQ

 온천 수영장으로 각기 다른 온도의 노상온천은 물론 수영장 및

오클랜드에서 가장 긴 워터슬라이드가 있다.

 점심은 BBQ, 뉴질랜드 생삼겹과 양고기는 BBQ의 국룰이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반찬, 김치. 

팁탑아이스크림공장견학

 목축의 나라로 알려 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위차한 뉴질랜드 최대

아이스크림 공장 견학해 본다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견학하며 팁탐이 만드는 다양한

아이스크림도 맛 볼 수 있다. 



19. 액티비티(살아 있는 자연을 체험해 보자)

오클랜드 서부 자연탐방

 자연이 존중 받고 잘 보존된 오클랜드 서부 자연 탐방 프로그램

 오클랜드의 Wild West는 아름다룬 타즈만해에 1-2월 가넷이 짝짓고 번식하는

시즌으로 수 천마리의 가넷이 해안가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다. 

 근접거리에서 폭이 2미터(날개를 다 펼쳤을 경우)나 되는 가넷을 관찰할 기회를

갖는다. 

 시간이 허락되면 뉴질랜드 수자원 및 식수가 공급되는 와이타케레 지역도

방문해 자연이 어떻게 보호되며 사람과 어떻게 공존하는지 현장을 체험한다



ESOL 액티비티-도전 액티비티-체험 수학여행

즐거움, 배움 그리고 도전이 있는 캠프
뉴질랜드 VISION Camp 가
2023년 1월 다시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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