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여름방학

영국 명문 대학교
영어캠프
Queen Mary University



지역 - 영국의수도런던

기간 - 2023년 7월 25일(화) ~ 2022년 8월 12일(토) 3주간_한국도착 8월 13일(일)

대상 - 초5학년 – 고등학교2학년(만11세-만17세) / 2006년 9월 1일이후생일부터 2012년 7월 25일이전생일까지

학교 - Queen Mary University

숙소 - 대학기숙사(1인 1실, 개인샤워실)

식사 - 학교내카페테리아영국식

항공편
- 인천-프랑크푸르트 (아시아나 OZ541) – 7월 25일(화) 09:40

런던-인천(아시아나 OZ522) – 8월 12일(토) 20:40  – 한국도착 8월13일(일) 17:30

모집정원 - 30명

참가비 - 740만원 *불포함내역: 왕복항공료, 여권인지대, 개인용돈

수업
- 레벨테스트후최대 15인으로반편성

- 현직영어전문지도교사로구성된최강교사팀구성

투어활동
- 런던시내투어 11회
- 옥스포드투어
- 5박 6일서유럽핵심 3개국(프랑스, 스위스, 독일) 7도시교육문화투어

1. 캠프 개요



- 영국의 명문런던대학중하나인 Queen Mary University에서진행

- 영국의수도런던의중심에서런던을집중적으로체험하는캠프

- 오전영어집중수업_레벨에맞는다양한커리큘럼으로 1반 약 15명으로구성수업 진행

- 유럽학생이주를이루어한국팀으로유일하게참가하는단기간영어몰입캠프_다양한문화교류

- 다양한저녁활동을통한외국인친구들과교류의장마련

-매일저녁엉어일기작성을통한작문실력향상

- 주말을이용한런던집중투어및옥스포드대학투어그리고영국의수도런던투어

-프랑스와독일투어를통한혼돈의중세유럽시대속으로, 세계문화유산의중심파리를체험

-알퐁스도오테의 ‘마지막수업’ 배경,알자스로렌투어를통한독일-프랑스역사를체험으로이해

2.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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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런던히드로공항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1시간소요

5. 학교 위치



6. 학교사진-교정



6. 학교사진-교정



6. 학교사진-교실



6. 학교사진-기숙사_1인 1실 개인욕실



6. 학교사진-기숙사_1인 1실 개인욕실



6. 학교사진-세탁실



7. 일정-전체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23 7/24 7/25 7/26 7/27 7/28 7/29

인천공항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착

서유럽핵심 3개국교육문화해설투어

프랑스, 스위스, 독일
파리, 스트라스부르, 꼴마르, 바젤, 프라이부르크, 하이델베르크, 프랑크푸르트

7/30 7/31 8/1 8/2 8/3 8/4 8/5

서유럽투어
마지말날

저녁런던도착

오전: 총 3교시의영어수업_유럽학생들과함께
중식
오후: 월-금_런던투어_한국학생그룹
석식
저녁: 그룹별활동_유럽학생들과함께

런던투어 1

버킹엄궁전
빅벤

국회의사당
마담투소

8/6 8/7 8/8 8/9 8/10 8/11 8/12

옥스포드투어

재학생선배
가이드투어

오전: 총 3교시의영어수업_유럽학생들과함께
중식
오후: 월-금_런던투어_한국학생그룹
석식
저녁: 그룹별활동_유럽학생들과함께

오전영어수업

오후해리포터

웨스트필드
쇼핑센터

한국출발

**현지사정에따라일정이다소변경될수있습니다.



Week 1 도시 교통수단 세부내용 식사

7/25
(화)

인천

프랑크푸르트

아시아나
OZ 541
전세버스

프랑크푸르트공항도착

▶호텔이동_호텔 1박
중 : 기내식
석 : 도시락

7/26
(수)

하이델베르크 전세버스
호텔출발 09:00am
▶하이델베르크고성입장

조 : 호텔
중 : 현지식
석 : 현지식

7/27
(목)

바젤 전세버스
호텔출발 09:00am _ 바젤
▶스위스의가장큰도시바젤

조 : 호텔
중 : 현지식
석 : 현지식

7/28
(금)

스트라스부르

파리
전세버스

호텔출발 09:00am 
▶알퐁스도오테의마지막수업이배경
▶파리이동

조 : 호텔
중 : 현지식
석 : 현지식

7/29
(토)

파리 전세버스
호텔출발 09:00am _ 전일정전세버스
▶에펠탑, 루브르박물관, 개선문, 샹젤리제거리
▶세느강유람선야경관람

조 : 호텔
중 : 현지식
석 : 한식

7/30
(일)

파리
전세버스
유로스타
파리-런던

호텔출발 09:00am _ 전일정전세버스
▶베르사유궁전, 몽마르뜨언던 ,화가의거리, 
사크레쾨르성당

▶유로스타이용런던도착

조 : 호텔
중 : 한식
석 : 도시락

7. 일정-상세일정_첫째 주



7. 일정-상세일정_둘째 주, 셋째 주



**영어수업_09:00-12:30

(1) 연령과레벨을모두고려한반배정수업
English 4 Connection(만11세- 만13세) /   English 4 Action(만14세-만17세)

(2) TBL(Task Based Learning)                                                 (3) S&S(Skills&System)
주어진과제를독자적또는협업하여완성해가는수업 일기, 쓰기, 듣기, 말하기수업(체계적으로필요한기술습득)    

(4) CLIL(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영문의문화, 미술, 예술, 역사, 과학, 지리의주제를영어의언어학적인관점으로수업

8. 프로그램

**오후활동_14:00-17:30

런던의명소탐방
빅벤 /   국회의사당 /   마담투소 /   자연사박물관 /   과학박물관 /    내셔널갤러리 /   British Museum
노팅힐포트벨리오마켓 /   버킹엄궁전 /    그리니치천문대 /   임페리얼전쟁박물관
타워브릿지 /   테이트모던 /   코벤트가든

**저녁활동_20:00-21:30 (프로그램예시)

(1) Around World  (2) Talent Show
캠프에참가한나라들의게임을소개하고함께해보는시간 개인별팀별장기를자랑하는시간

(3) Bingo
영어낱말카드를받고본인이마음에드는단어를고른후하나씩지워나가면그의미를알아가는시간

(4) Speed Dating
캠프에참가한외국인친구들과의만남의시간, 궁금한사항들을질문하면서최대한많은친구들을만나는시간



9. 식단_예시 **참고용예시이며 하단에표기된 메뉴와다르게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침
크로아상, 요거트, 토스트 or  Full English Breakfast_요일별로다르게제공

점심

**채식메뉴
제공

스파게티

갈릭
브레드

샐러드

닭고기요리
페퍼소스

샐러드

치킨커리

샐러드

피자

샐러드

소세지
(Cumberland 

Saussage)

샐러드

Packed 
Lunch

(샌드위치,
과일, 

스낵,물)

Packed 
Lunch

(샌드위치,
과일,
스낵,물)

저녁

**채식메뉴
제공

소고기
요리

감자튀김

샐러드

허니로스트
돼지고기

샐러드

BBQ
돼지갈비

샐러드

로스트
닭다리

샐러드

Fish & 
Chipls

샐러드

양념
닭날개

샐러드

양고기요리
(Lamb 

Hotspot)

샐러드

** 식사시과일을항상제공합니다.
**외국음식을어려워하는학생들은햇반과밑반찬, 컵라면을별도로준비해주세요



9. 식단_메뉴 예시 **참고용예시이며하단에표기된 메뉴와다르게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10. 오후 런던 집중 투어_오후2시-5시 30분



10. 오후 런던 집중 투어_오후2시-5시 30분



10. 오후 런던 집중 투어_오후2시-5시 30분



10. 오후 런던 집중 투어_오후2시-5시 30분



10. 오후 런던 집중 투어_오후2시-5시 30분



10. 오후 런던 집중 투어_오후2시-5시 30분



11. 주말투어(종일 진행)



11. 주말투어(종일 진행)



12. 활동사진_수업 및 교실



12. 활동사진



12. 활동사진



12. 활동사진



1. 테마가있는학생중심의문화투어
- 첫번째테마
고대-근현대사를아우르는 유럽역사의장을경험

- 두번째테마
프랑스문화의근간과다양한독일의지방색을경험

- 세번째테마
중립도시스위스체험

2. 전일정한국인문화가이드
– 국가가이드자격보유 (프랑스1명, 독일,스위스-1명)

3. 현지음식문화체험을위한엄선된식사제공

4. 전용버스이용, 안전한현지운전기사동행

5. 모든유료입장관람료포함
- 파리-베르사유궁전, 오르세미술관, 루브르박물관,

세느강유람선
- 하이델베르크고성

13. 서유럽 핵심 3개국 문화예술 해설 투어



13. 서유럽 핵심 3개국 문화예술 해설 투어_유로스타



13. 서유럽 핵심 3개국 문화예술 해설 투어_사진



14. 준비물

구분 항목 내용 필수 선택

출국준비물
여권 출국일반드시지참후도착전까지분실하지않도록각별히유의 ●

항공권 출국당일체크인진행 ●

학용품

학용품 캠프기간고려노트 2권정도준비 (연습장, 영어일기장) , 필기도구, 메모용수첩 ●

휴대용가방 등교용책가방외액티비티나외출시간편하게사용할수있는것 ●

전자사전 사전기능만가능한것으로지참(인터넷, 게임기능절대불가) ●

의류

여름옷(활동복) 반팔, 반바지각 4벌이상(아침저녁으로추울수있으므로여벌의긴바지, 긴팔준비) ●

긴옷 긴팔셔츠, 바지 2벌 ●

바람막이 얇은점퍼 1벌 – 아침저녁일교차, 야외액티비티대비 ●

속옷 속옷은넉넉하게 7벌, 양말 ●

모자 야외활동시유용, 여름햇빛이강하므로반드시준비 ●

선글라스 파손우려로저렴한제품준비 ●

실내복 잠옷및실내복 (세탁및관리가편리한실내용상·하의 ) ●

신발 발이편한샌들, 운동화(오래걸어도편한것), 실내용슬리퍼 ●

개인세탁망** 개인의세탁물을담을세탁망및속옷을담을세탁망_개인이름매직펜으로표기 ●

위생도구

목욕/세면타올 유럽투어시호텔제공, 캠프기숙사에서제공 [비상용으로 1-2장준비] ●

세면도구 치솔치약 1개씩, 비누, 샴푸, 바디워시, 개인화장품(캠프기간동안사용) ●

자외선차단제 자외선차단지수가높은것으로준비 ●

위생용품 손톱깎기, 머리빗, 헤어드라이어(필요시), 생리용품등 ●



14. 준비물

구분 항목 내용 필수 선택

기타

우비/우산 우산은휴대가간편한접이식 ●

시계 알람시계와손목시계(가장저렴한제품준비) ●

물병 개인사용텀블러나휴대가가능한물병준비(액티비티시유용) ●

상비약 간단한비상약(감기약, 해열&진통제, 멀미약, 알러지약, 소화제, 버물리, 밴드등), 개인
복용약

●

처방전 복용중인약이있는경우의사영문처방전준비 ●

안경/콘택트렌즈 파손대비로여유분준비, 고가품자제(드림렌즈착용시철저히관리필요) ●

사진기 인솔자가촬영하나개별사진필요시지참(고가품자제, 충전기, 건전지준비) ●

충전기및개인가전 전자사전, 헤어드라이어, 사진기지참시필요 ●

용돈 하나은행국제직불카드추천, 현금은비상용으로소액권으로준비

*현금거래를하지않는매장과상점들이대부분인점고려 ●

학부모유학동의서 제공예정(공항에서학부모서명) ●

주의사항
** 스마트폰은유럽투어및캠프기간내투어시에만사진촬용을위한용도로만허용하며, 투어후바로인솔자가맡아서

보관하며수업시간, 저녁활동및취침시간에사용불가합니다. 단수업및활동시간에휴대전화가필요한경우에는제공합니다.
한국에서사용하는심카드를빼고보내주시기부탁드립니다.

** 사진은인솔자가모두찍어주지만개별사진이필요한경우저렴한디지털카메라(고가품파손, 분실위험)를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 세탁은캠퍼스내에별도로설치된카드세탁기와건조기실사용하여학생이직접할수있도록지도하며별도의시간을갖습니다.
학교제공개인세탁카드이용[개인개별구매]



14. 준비물



네이버밴드이용 (2023년 7월 23일오픈예정)

• 출국 2일전 2023년 7월 23일(일) 밴드개설예정

• 부모님들과대화및학생생활일일리포트게시

• 현지인솔관리자와부모님대화방을통해안전관리시스템구축

15. 학부모 게시판 운영 안내

캠프일일보고서-네이버밴드



16. 자주하는 질문(FAQ)

1. 학교수업은어떻게이루어지나요?
첫수업에서는레벨테스트가이루어지며, 레벨테스트결과와나이(만11세-14세, 만15세-17세) 모두고려하여
반배정을하게되며, 총15-18명의학생이한반을구성하게되며, 주중오전 3시간동안중간에쉬는시간을갖고
수업에참여합니다.

2. 다른나라학생들도참가하나요?
이탈리아를포함한유럽학생들이참여하게되며, 아시아팀은저희팀이유일하게참여합니다.

3. 숙소는어떻게사용하나요?
Queen Mary 대학캠퍼스내기숙사를이용하며, 개인샤워실 1인 1실을제공합니다.
수건과손을씻는비누를제공하기때문에, 세면도구챙기실때참고하시기바랍니다.

4. 빨래는어떻게하나요?
대학캠퍼스내에위치한카드빨래방에서개별적으로충전식카드를구매하여이용합니다.
빨래시간은저녁시간을이용하여인솔자의지도하에개별적으로하게되며빨래와건조기모두사용하기때문에
고가의의류를지참을자제해주시기부탁드리며, 빨래를담을수있는개인세탁망과속옷을담아세탁할수있는빨래망을
지참해주시기바랍니다.

5. 세면도구는어떻게챙겨가야할까요?
칫솔,치약,샴푸,바디워시는준비하시는것이좋고현지에서도구매가가능합니다.
매일새로운수건을제공받기때문에수건은별도로챙기지않으셔도됩니다. 



16. 자주하는 질문(FAQ)

6. 용돈은어떻게준비해야하나요?
영국을포함한유럽의경우현금지불이불가능한상점이나매장들이대부분차지하고있어서, 하나은행에서발급하는수수료가
없는국제직불카드를추천드립니다. 그리고현금의경우, 비상용으로소액권으로준비해주시면됩니다.
***교복구입비용은현금으로별도로챙겨서보내주시면됩니다.

7. 휴대전화는정확히언제인솔자가보관하나요?
휴대전화는영국도착후부모님과의통화후인솔자가수거하여관리하되, 매일오후진행하는투어시간과주말투어
시간에나누어줍니다.  휴대전화의잦은사용을방지하기위해한국에서사용하는심카드를빼고보내주시기바랍니다.

8. 평일오후런던투어시교통수단은어떻게되나요?
One day travel card를이용하여, 목적지에따라버스, 지하철(Tube)를이용하며,  한국인솔자와영국현지인솔자가
모두동행합니다.

9. 주말투어시교통수단은어떻게되나요?
런던의경우 One day travel card를이용하여, 목적지에따라버스, 지하철(Tube)를이용하며,  한국인솔자와영국현지
인솔자가 모두동행합니다.
옥스포드의, 해리포터스튜디오투어의경우, 45인승전세버스를이용합니다.

10. 유럽투어시교통수단은어떻게되나요?
프랑크푸르트부터파리투어까지는모두전세버스를이용하며,
파리에서런던으로이동시에는 Eurostar(유로스타)를이용하며, 소요시간은약 2시간 20분정도입니다.



16. 자주하는 질문(FAQ)

11. 인솔자는어떻게배정이되나요?
한국출발부터영국도착그리고유럽투어와런던현지캠프일정을마무리할때까지인솔자 2인이밀착동행하며, 
학생들과 24시간 함께지내게됩니다.

12. 식사는어떻게해결을하나요?
대학캠퍼스내구내식당에서조,중,석식을모두제공받으며, 주말투어시에는 packed lunch를제공받습니다.

13. 아이들과의연락은어떻게하나요?
한국과의시차를고려하여주말투어시목적지로이동하면서주1회이루어질예정이며
부모님과인솔자간의소통은밴드로이루어집니다.

14. 귀중품은반드시인솔자에게보관부탁드립니다. 요청하지않은귀중품분실에대한모든책임은참가학생에게있습니다. 

15. 코로나에걸리면어떻게되나요?
별도로안내해드린코로나지침서에따라숙소에서 3일간격리하게되며인솔자의도움을받게됩니다. 해당기간식사는
개별적으로제공받게되며개인용돈에서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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