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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지 역 - 영국런던

기 간 - 2023년 1월 4일(수)~2023년1월26일(목) _ 파리출발1월 25일(수)저녁

모집대상및인원 - 만11세부터만16세까지 (현지학년 Year7 to Year 10)

학 교 - The Matthew Arnold School

숙 박 - 호텔(2인 1실_Premier inn Hotel, Staines)

식 사 - 조식(호텔) / 중식(학교급식) / 석식(한식)

참 가 비 - 680만원 (불포함내역: 왕복항공권, 교복비용, 개인용돈)

항 공 편 - 아시아나직항

인천-런던히드로OZ521

파리샤를드골-인천OZ502

*런던에서파리이동의비용은참가비용에포함이되었습니다.

수 업 - 월-금오전 8시 40분부터오후 3시까지학교정규수업참여

- 월,화,수,목런던 1일 1명소투어및야경투어

- 금요일한주의일과영어에세이작성 / 스피치컨테스트

주말야외활동 - 런던교육문화투어_전세버스투어_런던아이탑승, British Museum해설투어등런던명소탐방

- 옥스포드멘토링투어_전세버스투어_옥스포드재학생가이드

- 케임브리지멘토링투어_전세버스투어_케임브리지재학생가이드

- 해리포터스튜디오관람_전세버스이용

- 웨스트필드쇼핑센터_전세버스이용

- 파리르네상스문화투어_에펠탑전망대, 르부르박물관해설투어,센강유람선, 베르사유궁전, 오르세미술관



▪영국공립학교최고의학군을자랑하는영국 Surrey 지역위치
학교평가최우수공립학교스쿨링

▪영어로진행되는정규교과과정수업정규학생으로참여
월-금오전8시40분-오후3시 단기간영어학습능력향상

▪영국정규학교에서전과목영국학생들과동일한수업참여
영국공립교육을 몸소체험_영국 현지친구들사귀기

▪주4회방과후런던투어
매일진행하는런던투어를 통해런던의명소탐방과런던야경즐기기

▪한주의일과영어에세이작성
매주금요일한주의일과를영어에세이작성하여 마지막주금요일발표회및시상

▪비전을제시하는주말투어및파리투어
런던교육해설투어, 옥스포드대학 투어, 케임브리지대학투어, 파리르네상스투어

▪ 유럽문화의중심파리집중투어
에펠탑전망대, 베르사유궁전, 샹젤리제거리, 루브르박물관, 오르셰미술관, 몽마르뜨언덕등

▪학생들의안전을가장우선시하는안전캠프지향

2.특징



런던기준서쪽에위치

- 인구약 19,000명

- 런던시내에서 차로약 1시간거리

- 템즈강변을 따라형성된소도시

- 교육여건이 우수한 Surrey 위치

3.지역소개 Staines Upon Thames



- 2012년개교_2021년새건물건립(깨끗한교육환경제공)

- 전체학생: 5개(Year7-Year11)학년총674명

- 2012년개교후꾸준하게학습발전을이룬 학교

- 2018년 Ofsted 평가 – Good School

- 교육커리큘럼 – 영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역사
지리, 종교, 음악, 드라마, 프랑스어, 스페인어디자
인기술

Headteacher 
Mrs Mary Gould

4.학교소개 The Matthew Arnold School
www.matthew-arnold.surrey.sch.uk

http://www.matthew-arnold.surrey.sch.uk/213/uniform


4.학교소개 The Matthew Arnold School_교장선생님과함께



4.학교소개 The Matthew Arnold School_학교전경_2021년 4월신축



4.학교소개 The Matthew Arnold School_학과목수업교실



4.학교소개 The Matthew Arnold School_미술(Art) 수업교실



4.학교소개 The Matthew Arnold School_디자인(D&T) 수업교실



4.학교소개 The Matthew Arnold School_컴퓨터(ICT) 수업교실



4.학교소개 The Matthew Arnold School_카페테리아_점심식사장소



4.학교소개 The Matthew Arnold School_화장실



4.학교소개 The Matthew Arnold School_영어수업



4.학교소개 The Matthew Arnold School



4.학교소개 The Matthew Arnold School_과학수업



4.학교소개 The Matthew Arnold School_드라마수업



4.학교소개 The Matthew Arnold School_운동장전경



4.학교소개 The Matthew Arnold School_태양열이용친환경학교



캠프에참가하는한국인학생에게 영국인재학생친구를맺어줌으로써캠프
기간동안원활한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 buddy 친구제공

5.Buddy 제공_학교생활에도움을주는 1:1 친구

*아래동영상링크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vYCabSANPXc

https://youtu.be/vYCabSANPXc


호텔(숙소)

Matthew Arnold 
School

히드로공항

저녁 활동 장소

도보5분거리

차로 20분거리

버스통학 10분거리

6. 위치



6.위치_숙소-학교 (버스이용하여통합_약 10분이내소요)



6

6.위치_숙소-학교 (117번또는 290번버스이용하여통학_약 10분소요)



인천출발
런던도착

교복구입후
오후학교방문
오리엔테이션

첫등교
Oxford

재학생멘토링투어
Harry Potter
스튜디오투어

1/9 1/10 1/11 1/12 1/13 1/14 1/15

오전8시 40분 오후3시 – 학교수업
런던야경투어(월,화,목)

금요일한주의일과영어에세이작성

1/17 1/18 1/19

오전8시 40분 오후3시 – 학교수업
런던야경투어(월,화,목)

금요일한주의일과영어에세이작성
*1월 20일금요일저녁스피치대회및수상 (주제:스쿨링참가후기)

London
해설투어

Cambridge
재학생멘토링투어

1/16 1/20 1/21 1/22

Westfield
Shopping centre

런던-파리
항공이동또는
유로스타이동

1/23 1/24 1/25

파리르네상스교육투어
에펠탑전망대, 루브르박물관해설투어, 베르사유궁전
노트르담대성당, 센강유람선(바토무슈), 판테온, 몽마

르뜨언덕, 오르세미술관

1/26

파리출발
인천도착

*학교통학은인솔자와함께로컬버스를이용합니다.

7.전체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4 1/5 1/6 1/7 1/8



시간 월~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07:00~08:40 기상및아침식사후등교

08:40~10:40 정규수업 1, 2교시

1.옥스포드투어

2.런던시내투어

3.웨스트필드쇼핑센터

1.해리포터스튜디오

2.케임브리지투어

3.파리투어

10:40~11:00
11:00~11:20

담임교사미팅

쉬는시간

11:20~13:20 정규수업 3,4교시

13:20~14:00 점심시간

14:00~15:00 정규수업 5교시

15:00-20:00

런던시내명소탐방(월, 화, 목) 
저녁식사야경관람(월, 화, 목) 

귀가
수요일, 금요일한주의일과영어에세이작성

스피치컨테스트준비 저녁식사및휴식

20:00-21:00 영어일기작성후취침준비

21:00-22:00 자유시간및세면후취침

-학년배정: 현지학생들과동일한학년으로배정

-정규수업: 제2외국어를제외한영어, 수학, 과학, 역사, 지리, 미술, 컴퓨터등현지학생들과100% 동일수업

8.하루일과 *현지학교사정및현지사정에따라시간표변경될수있습니다



9.방과후활동

▪ 런던야경투어(월,화,목)

1월 9일(월) - 내셔널갤러리(National Gallary)

1월 10일(화) - 테이트모던(Tate Modern) 

1월 12일(목) - 런던아이탑승(London Eye)

1월 16일(월) – 자연사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 

1월 17일(화) – 과학박물관(Science Museum)

1월 19일(목) - 마담투소(Madame Tussauds™)

▪ 한주의일과영어에세이작성(수요일, 금요일) 한

주의생활을영어에세이작성 – 작문실력향상

마지막주스쿨링캠프의참가소감관련영어스피치대회진행후시상

에세이작성시지도



1월 9일(월)
국립미술관_National Gallary

1월 10일(화)
테이트모던미술관_Tate Modern

9.방과후활동_방과후런던투어(월,화,목진행)



1월 12일(목)
런던아이탑승_London Eye_(야간탑승)

1월 16일(월)
자연사박물관_Natural History museum

9.특별활동_방과후런던투어(월-목진행)



1월 17일(화)
과학박물관_Science Museum

1월 19일(목)
마담투소_Madame Tussauds 입장

9.특별활동_방과후런던투어(월-목진행)



3박 4일간최고의환경에서이루어지는파리문화예술집중체험

1월 22일(일) 파리도착_샹젤리제거리_개선문

1월 23일(월) 에펠탑전망대,노틀담대성당, 몽마르뜨언덕,화가의거리, 쇼핑

1월 24일(화) 르부르박물관, 센강유람선(바토무슈), 오르셰미술관

1월 25일(수) 베르사유궁전, 저녁공항이동후한국출발

1월 26일(목) 한국도착

10. 파리르네상스문화예술투어

*런던-파리이동시교통수단 Eurostar(유로스타) 이용



*런던-파리이동시 Eurostar(유로스타) 경로

출발
London St Pnacras역

도착
Paris Gare du Nord역



10. 파리르네상스문화예술투어



10. 파리르네상스문화예술투어



(1) 옥스포드멘토링투어_현재옥스포드대학에재학중인선배들과함께하는생생한교육중심의투어, 투어후멘토링시간

11. 주말투어



(2) 해리포터스튜디오투어및관람

11. 주말투어



(3) 런던집중해설투어_British Museum, 버킹엄궁전, 빅벤, 국회의사당, 트라팔가광장, 코벤트가든,런던아이

11. 주말투어



(4) 케임브리지멘토링투어현재케임브리지대학에재학중인선배들과함께하는생생한교육중심의투어, 투어후멘토링시간

11. 주말투어

뉴턴의사과나무

스티븐호킹박사의시간을갉아먹는괴물



(5) Westfield Shopping Centre_유럽에서가장큰규모를자랑하는대형쇼핑몰에서쇼핑하는시간을갖습니다

11. 주말투어



11. 주말투어_교통수단:전일정전세버스이용



Premier Inn Staines Upon Thames, 106 High St, Staines TW18 4DP
모던한스타일의신축호텔

식당-아침식사장소

12. 숙소_호텔(2인 1실)



12. 숙소_호텔(2인 1실)



식사 -1일 3식제공

아침-호텔조식 / 점심-학교카페테리아에서 급식 / 저녁-한식

조식(실제호텔제공음식) 석식메뉴(예시,현지재료사정에따라변경될가능성있습니다.)

*저녁식사는월-금의경우매일다른메뉴의한국음식을먹고주말은현지식식사를합니다.

*피자나햄버거의경우현지사정상부득불 1-2끼정도식사를하게됩니다.

13. 식사

김치찌개 돈까스 비빔밥 제육덮밥 치킨돈부리

소고기
비빔밥

치킨
데리야끼

오징어볶음 돈까스 삼겹살



▶자켓 ▶ 스웨터 ▶ 넥타이 ▶ 바지 ▶ 치마 ▶블라우스

※교복바지 검정혹은남색은 1벌씩여벌준비

※체육복: Matthew Arnold학교 체육복kit 필수구입(반팔상의만제외), 곤색계통의 긴팔트레이닝바지준비

※체육용운동화: 바닥이울통불퉁하지않은트레이너신발

※체육용가방: 필수준비, 교내보관(샘플사진참조)

14. 교복

교복구입 필수구입 자켓1(사진),스웨터1(사진),바지1(남학생),치마1(여학생),블라우스(여학생), 

넥타이1(사진), 스포츠kit (반팔상의만제외,나머지는필수구입항목임)

선택구입 셔츠2(흰색)

예상비용 약150-170파운드예상

기본준비물 구두1(검정),운동화1(트레이너화),흰색폴로셔츠(여벌),가방,체육복가방,

코트또는자켓1(짙은회색or검정),방수점퍼1,양말(교복용회색or검정),체육용운동화



- 운동화는 바닥이울퉁불퉁하지않은트레이너신발로준비

- 체육복과 체육용운동화를담을가방을별도로준비

(학교에보관함)

- 영국현지에서사용하고있는체육복가방의모양 →→→

15. 체육복



16. 교복구두예시



캠프일일보고서 – 네이버밴드

•  출국 2일전 2023년 1월 2일(화) 밴드개설예정

•  부모님들과대화및학생생활일일리포트게시

•  현지인솔관리자와부모님대화방을통해안전관리시스템구축

네이버밴드이용 (2022년 1월 2일오픈예정)

17. 학부모게시판운영안내



18. 준비물

준비물 확인 비 고

의류

긴발티셔츠/셔츠 3벌이상 (흰색계열셔츠여벌 – 별도이름표기)

겨울점퍼

실내평상복

교복양말(여학생스타킹) 
잠옷

운동화

비가자주오는영국의특성상가벼운소재의방수점퍼준비

2벌이상 – 세탁과관리가편리한실내용상하의준비
7벌이상 - 회색또는검정색
2벌이상 – 세탁과관리가편리한파자마로준비

이동과액티비티가많으므로편한것으로준비, 호텔내사용슬리퍼

속옷및목욕용가운
교복구두

팬티 7벌이상, 목욕용가운
교복에신을검정색구두필수준비

위생용품
칫솔세면도구및화장품

샴푸와린스

세안제, 스킨, 로션등개인이평소사용하는용품준비 *수건은호텔에서매일새로운것제공

학교재학기간동안사용할수있는만큼준비현지에서도구입가능

손톱깎기, 빗, 물병, 우산 개인적으로사용할수있는것으로준비, 겨울에는비가자주옵니다.

기타

필기도구, 공책, 바인더
사전

책가방, 야외활동용작은가방

메모가능한작은수첩및개인노트 5권가량 (학교교재및노트는학교제공) 
전자사전

Back Pack

알람시계, 손목시계
개인소장품

안경이나콘텍트렌즈

개인적으로복용하는약

용돈 (약 GBP250-300)

디지털카메라

아침기상및현지생활을위해준비
여권사진여분, 일기장, 인형, 책등
여유분준비

의사처방전/사유서(해당시). 소화제, 후시딘외개인적필요약품

개인용돈및기념품구입비

고가품사용자제 (분실위험) / 휴대폰사용을엄격히제한하므로디카필수

서류 공항입국심사대제출용 학부모유학동의서(제공예정) 서명, 왕복항공권



19. 신청및등록절차

신청서,여권제출
동의서작성및서명

캠프신청비납부
서류제출
항공료납부

출국오리엔테이션출국
캠프잔금납입

*캠프시작30일전납부

참가전확인사항

- 여권은 캠프종료일기준 6개월이상의유효기간이남아 있어야 합니다.
- 음주나흡연적발시육체적폭력및성추행발생시이유여하를막론하고적발당일바로귀국조치되며, 당

일비행기 좌석이 불가능 한경우 별도의 숙소에서 귀국 전까지 지내게 되며, 해당 숙소비용은 부모님께서 별
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 해당스쿨링캠프는그특성상 의무가 아닌자발적참가를전제로하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에 위배되는개인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체 생활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학생의 경우 참가 결정 전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부모님의일방적인의지로자녀분을보내지않도록부탁드립니다.



20. FAQ

1. 학교수업은어떻게이루어지나요?
생년월일에따라영국현지학년으로배정이되어학교에서제공하는모든학과목수업에영국현지학생들과함께
참여하게되며, 영어,수학,과학,역사,지리,음악,미술,체육등배정받은시간표에따라수업에참여하게됩니다.

2. Buddy는언제학생들과함께하나요?
학교에서선정한모범학생들로이루어지며학교방문첫날배정받게됩니다. 매일오전수업전에만나서함께수업
에들어가게되며, 그이후에는자유롭게만나게됩니다. Buddy학생이참가학생들을처음부터끝까지세심하게책
임을질수는없기때문에, 참가학생스스로가적극적으로 Buddy와대화를나누고친해지려고노력한다면
더풍성한학교생활을이어갈수있습니다.

3. 학교통학시어느정도시간이소요되나요?
통학은로컬버스를이용하게되며버스티켓을제공합니다. 인솔자가등교, 하교시모두동행하며소요시간은약 10분
내외입니다. 버스정류장은호텔과학교인근모두도보 2분거리안에있습니다.

4. 교복은반드시구매해야하나요?교복비용은어떻게지불하나요?
네, 교복구매는필수입니다. 도착다음날교복구입처에방문하여모두입어보고본인에게맞는교복을구매하게되며
비용은용돈봉투에교복비용을담아서보내주시면됩니다.

5. 호텔의침실은더블베드인가요?
호텔은동일성별기준 2인 1실로배정받게되며호텔의상황에따라더블침대또는침대 2개를각각배정받게됩니다. 
남학생과여학생이구분되어배정받게되며, 일과를마친후 1시간정도복도에서인솔자가아이들을관리하게됩니다. 
호텔룸에서사용할가벼운슬리퍼를준비하면좋겠습니다.

6. 세면도구는어떻게챙겨가야할까요?
호텔에서제공하는세면도구는 Handwash 및샴푸와샤워젤이합쳐진제품입니다. 따라
서, 칫솔,치약,샴푸,바디워시는준비하시는것이좋고현지에서도구매가가능합니다. 매
일새로운수건을제공받기때문에수건은별도로챙기지않으셔도됩니다.



20. FAQ

7. 용돈은어떻게준비해야하나요?
영국에서사용할파운드화 250-300파운드, 그리고파리투어시사용할유로화 200유로정도를보내주시면됩니다. 
그리고교복구입비용을별도로챙겨서보내주시면됩니다.
*우리나라정부의해외입국자지침중사전검사후음성검사확인서제출이 2022년 9월 3일기준으로폐지가된상황이지만
추후변경시해당검사에대한비용이발생할수있습니다.

8. 휴대전화는정확히언제인솔자가보관하나요?
휴대전화는영국도착후부모님과의통화후인솔자가수거하여첫주말투어시나눠주게됩니다. 그리고각주말 투어후저
녁에 수거하여학교생활을하는동안은인솔자가보관합니다.(영국학교에는교내에서휴대전화사용을금하고있습니다.) 간
혹부모님께서참가학생에게해당사실을알리지않아서도착후휴대전화수거에대해알게되는학생들이있기때문에반드
시사전에휴대전화사용에대한지침을확인하신후동의하시는경우에만참가를부탁드립니다.

9. 주말투어시교통수단은어떻게되나요?

주말투어에는 33인이상 45인 이하급의신형전세버스를제공하며인솔자들이항상동행하게됩니다.
*월-목방과후진행하는런던투어는런던의대중교통을이용합니다.

10. 런던에서파리는어떻게이동하게되나요?
Eurostar(유로스타)를이용하여이동하며, 총소요시간은약 2시간 20분정도입니다.

11. 코로나에걸리면어떻게되나요?
별도로안내해드린코로나지침서에따라호텔에서 3일간격리하게되며인솔자의도움을받게됩니다. 해당기간식사는
개별적으로제공받게됩니다.
*2022년 9월 3일기준 해외여행자들의한국입국전, 코로나검사후음성검사확인서제출규정이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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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솔자는어떻게배정이되나요?
한국출발부터영국도착까지인솔자 1인이밀착동행하며, 영국현지에서는 1명의추가인솔자가배정이되어
캠프가진행되는동안에는총2명의인솔자가숙소에서학생들과함께기숙하며관리하게됩니다.

14. 저녁식사는어떻게해결을하나요?
저녁식사는한식위주의식사를하지만, 현지사정에따라현지식식사를하는날도있습니다. 
한식의경우한식당에서하게됩니다.

15. 방과후월-목진행하는런던투어는어떻게진행이되나요?
1월 9일(월) - 내셔널갤러리
1월 10일(화) - 테이트모던
1월 12일(목) - 런던아이탑승(런던야경관람)

1월 16일(월) – 자연사박물관
1월 17일(화) – 과학박물관
1월 19일(목) – 마담투소관람

16. 아이들과의연락은어떻게하나요?
주중실제학교생활이이루어지기때문에한국과의시차를고려하여주말투어시목적지로이동하면서이루어질예정이며
부모님과인솔자간의소통은밴드로이루어질예정입니다.

17. 빨래는어떻게하나요?
빨래는주1회, 매주수요일세탁소에서학생들의세탁물을수거하여세탁후가져다줍니다.

18. 귀중품은반드시인솔자에게보관부탁드립니다. 요청하지않은귀중품분실에대한모든책임은참가학생에게있습니다.



“Learning in Happines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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