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1

호주 영어캠프
Australia

호주 정규학교와함게하는 영어 스쿨링캠프



목 차

Ⅰ 운영기관

Ⅱ 교육과정

Ⅲ 숙소 및 식사

Ⅳ 학생관리방안

Ⅴ 연계프로그램



운영기관

-운영기관

-호주 브리즈번 소개

ENGLISH CAMPS

세상을 다 가져라!



운영기관 – G-CAMP 소개

수년간의 각종 공공기관 사업 실적과 Know-how가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인턴, 해외교육연수, 해외현장실습을 중심으로 국제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글로
벌 인재 양성’이라는 사명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호주 현지에서의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공공기관 연수 사업을 완수하였으며 현재는 호주
는 물론 북미와 아시아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국내 대학들 및 각종 공공기관의 교육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2019 • 금산군청 단기영어캠프 운영(싱가포르,&말레이시아)
• 청양교육청 필리핀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 충남 지역 초등학교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 교육역량강화 사업 해외연수 및 인턴쉽 사업 운영

2013 • 대학교육 협의회 교육역량강화 사업 해외연수 및 인턴쉽 사업완료
• 초등학교 단기영어캠프 운영(필리핀, 호주)
• 광주,전남 지역 고등학교 호주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2012 • 교육과학기술부 특성화고 해외연수 운영과정 운영
• 대학교육 협의회 교육역량강화 사업 해외연수 및 인턴쉽 사업완료
• 산업인력관기공단 해외취업연수과정 실시기관 선정 및 운영
• 초등학교 단기영어캠프 운영(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2011 • 산업인력관리공단 해외취업연수 과정 실시 기관 선정 및 운영
• 호주 다국적기업 인턴교육 프로그램 운영(소니, CSC Group, LG, 화이자등 다수)
• 한국 폴리텍교육원 해외 연수과정 운영
• 호주 Cambridge College  연수 협약 및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 운영

2005~2010 • 다수의 공공기관 해외 연수프로그램 개발 운영
• 초,중등학교 단기영어캠프 운영(호주) in Lloyds College
•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알선기관 인허가 (해외 Vocational 프로그램 다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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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장점

자사캠프만의 장점

1. 공공기관(금산군청, 충북교육청, 청양교육지원청, 국내대학 위탁 해외연수

등) 연수사업 및 기업체 임직원자녀 해외연수, MBC 연합캠프 수탁운영

등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G CAMP는 치안수준이 우수한 나라와 환경

에서 진행합니다.

3. 교육의 질과 안전한 캠프를 위해 SNS를 통해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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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교육과정은 타사와 달리 싱가폴 국제학교에서 진행됩니다.

6.     모든 과정은 국내외를 포함하여 위탁 없이 진행됩니다.

7. 타캠프에 비하여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 기존 참가자의 재 참가율이 높

은 캠프입니다.

8.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의 생활 및 학업을 관리합니다.

9. 재미있는 영어, 살아있는 영어로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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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호주 브리즈번

교육의 선진국 중 단연 최고의 교육 퀄리티를 자랑하는 나라

라 하수

최고의 교육 선진국
- 호주 브리즈번

브리즈번은 호주 퀸즐랜드의 심장이자 비즈니스의 중심지

라 할 수 있으며 경제, 문화,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호주 제 3의 도시이며 주변의 사탕수

수, 밀, 낙농품의 집산 중심지인 동시에 양모, 쇠고기, 설탕, 

버터 등 농축산물의 선적항 으로서도 유명합니다. 브리즈

번은 호주 퀸즐랜드 주의 모턴만으로 흘러드는 브리즈번

강의 하루로 부터 22km 상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브리즈

번 시티에 거주하는 인구의 평균연령은 30.1세로 젊은 도

시라 칭하며 89.3%의 인터넷 보급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남부 기후는 온대 해양성 기후 하에 있어 쾌적하며 겨울

날씨의 평균기온은 11~21 정도이고 매우 건조합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과 뛰어난 교육 경쟁력

•안정된 경제와 인프라 시설 및 이용의 용이성

•고품격의 생활과 다양한 문화 사회

•국제학생을 위한 이상적인 교육환경과 우수한 교육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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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프로그램개요

-교육목표

-학습내용

-교수방법

-문화교류

-포토스토리&나의 꿈

-프로그램일정표

-주중일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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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 프로그램 개요

모든 프로그램을 한눈에!!!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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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호주 퀸즐랜드(브리즈번) 지역 정규학교

국가 호주

대상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일정 20.02.01 ~ 20.02.28 (4주)

숙소 호주 브리즈번 내 홈스테이

비용 4주 : 579만원(불포함: 왕복항공권, 개인 용돈) 

수업

스쿨링캠프 + 주말체험활동

퀸즐랜드 명문 공립(사립)학교 캠프

현지 국제학교수업

ESL영어수업

현지 학생들과 1대 1  버디시스템

골드코스트, 브리즈번 투어 및 미션활동

ENGLISH CAMPS



교육과정 – 프로그램 개요

자사캠프만의 특징

자사캠프는 다릅니다.

[호주]

 퀸즈랜드주 브리즈번 소재 정규학교 캠프

 Adventure Camp + 스쿨링캠프

 ESL 영어수업과 정규수업 병행

 현지 학교 학생들과 진행되는 문화교류와 1:1 버디시스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프로그램

 브리즈번 시티 투어

 최고의 휴양지 골드코스트 투어

 Team building 훈련 및 신나는 야외 현장 체험학습

[공립학교 수업중]

[Art&Craft 수업]

ENGLISH CAMPS



교육과정 – 교육목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전략적 접근

. 세계 속에 목표설정

. 단기목표 설정하기

. 나를 표현하는
Public speech 향상
. 영어 학습의 분명한
목표 제시를
통한 동기부여

.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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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CAMPS



ENGLISH CAMPS

교육과정 – Mission impossible in Australia

딱딱한 교실 영어는 이제 그만 !!!. 

“Treasure Hunting” 어학과정으로 인하여 쌓인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며, 새로운 문화에 대한 체험과정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합니다.

현지의 문화와 역사, 과학, 예술 등을 스스로 체험하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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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Mission impossible in Australia



교육일정 – Program Schedule

1 0 /  SUPPORT

SAT SUN MON TUE WED THU FRI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인천공항 출국
브리즈번 도착

홈스테이
가족과 만남

학교 입학

오리엔테이션
버디안내

국제학교수업
ESL어학수업

국제학교수업
ESL어학수업

국제학교수업
ESL어학수업

국제학교수업
ESL어학수업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13일차 14일차

주말체험활동
워터파크

(Wet n Wild)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국제학교수업
ESL어학수업

국제학교수업
ESL어학수업

국제학교수업
ESL어학수업

국제학교수업
ESL어학수업

국제학교수업
ESL어학수업

15일차 16일차 17일차 18일차 19일차 20일차 21일차

주말체험활동

Australia Zoo
& 쇼핑센터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국제학교수업
ESL어학수업

국제학교수업
ESL어학수업

국제학교수업
ESL어학수업

국제학교수업
ESL어학수업

국제학교수업
ESL어학수업

22일차 23일차 24일차 25일차 26일차 27일차 28일차

주말체험활동

서퍼스파라다이스해
변& BBQ 파티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국제학교수업
ESL어학수업

국제학교수업
ESL어학수업

국제학교수업
ESL어학수업

수료식
Fairwell

체험활동
Southbank & 브리

즈번시티

인천공항 도착



교육과정 – 정규 시간표

ENGLISH CAMPS

MON     TUE     WED     THUR     FRI                      SAT SUN 

7:00 아침식사 및 등교준비

주말체험활동

- Movie world

- National Museum

- South bank street 

beach

- Sea world

- North Stradbrook

island

- Wet & wild

- Lone pine Koala 

Sanctuary 

주말은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8:00 등교

8:30
호주 명문학교 정규 스쿨링

(Science, Math, English, Arts, PE,  History, 
Music, Social Studies) 

12:45 점심식사

13:30

호주 명문학교 정규 스쿨링
(Science, Math, English, Arts, PE,  History, 

Music, Social Studies) 

15:00 과외활동

15:30 하교

16:30 휴식시간 및 학교과제

18:00 저녁식사

19:00
자기주도학습(일기, 방학숙제) 및 휴식시간

21:30
취침시간

(호주 가정은 9시 정도면 대부분 잠자리에 듭니다.)



생활안내

-퀸즈랜드 정규학교

-Adventure Camp

-홈스테이

ENGLISH CAMPS



교육과정 – 브리즈번 정규학교 프로그램

최고의 교육을 자랑하는 호주 브리즈번 사립학교

[호주]

브리즈번 정규학교 스쿨링 프로그램 특징

학생들 스스로가 학문적, 직업적, 개인적 개발목표를 위한

최상의 진로 선택을 하도록 지도하며 이를 위한 적합한 환경

을 조성합니다.

 정규학교의 학문적 탁월성

 경험이 풍부하고 자격을 갖춘 교직원

 학생 안내 전담 직원이 학생들 지원

 세계적 수준의 교과 과정

ENGLISH CAMPS



ENGLISH CAMPS

생활안내 – 호주 브리즈번 정규학교

최고의 교육도시 브리즈번 정규학교에서의 수업



ENGLISH CAMPS

생활안내 – 호주 퀸즐랜드 정규학교

학생들은 교내 수업 과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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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7215763833543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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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nture Camp – 캠프 속의 캠프

호주에 도착하여 1주차에 진행되는 Adventure Camp. 꿈에 그리는 호주에서의 야영 캠프 !!.

지도와 나침반만 가지고 정해진
길을 찾아 빨리 도착하면 상품이 ~

오리엔티어링 (Orienteering)

활쏘기 (Archery) 카누 (Canoeing)

정해진 코스가 아닌 지름길로
부쉬지대를 앞사람과 일정한
간격으로 통과하며 경험

부쉬워킹 (Bushwalking)

넷볼 & 베스킷 볼 (Net ball & Basket ball)

테니스 (Tennis) 캠프파이어 (Campfire)

캠프, 야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캠프 파이어 !! 호주 자연을 느끼
며 만끽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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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내 – 호주 가족과의 홈스테이 생활

친절하고 따뜻한 현지 호주 가족과의 홈스테이를 통해 그들의 문화, 관습, 생활방식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austboarding/sets/72157638335439183/page2/
https://www.flickr.com/photos/austboarding/sets/7215763833543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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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액티비티

스토리 브릿지(Story Bridge)

브리즈번을 대표하는 스토리 브릿지(Story Bridge)에 올라 놀라운 도시풍경

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과 낮, 밤, 해질녘 어느 시간이든 북쪽으로

글라스하우스 마운틴(Glasshouse Mountains)의 풍경을, 남쪽으로는 세계

자연유산 중 하나인 골드 코스트 힌터랜드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 뱅크 (South Bank)

브리즈번 강 위의 사우스 뱅크 (South Bank)를

따라 걸으며 도시 최고의 절경을 감상합니다.

다양한 조합의 엔터테인먼트, 17헥타르의 공원

부지, 레스토랑, 박물관, 갤러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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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코스트 투어

호주 최고의 휴식 지 골드 코스트는 휴식과 재미를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자연환경을 쾌적하여
다양한 종류의 액티비티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골드코스트에 위치한 서퍼들의 천국 !!

태양과 바다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해변을 맘껏 걸어 보고

전망대에 올라가

해변을 한눈에 담아보세요 ~

서퍼스 파라다이스 비치(Surfers Paradise Beach)

탬보린 마운틴 (Tamborine Mountain)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자연으로 천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최초의 국립공원 입니다.

골드코스트의 자연을 그대로 느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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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코스트 투어

호주 최고의 휴식 지 골드 코스트는 휴식과 재미를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자연환경을 쾌적하여
다양한 종류의 액티비티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골드코스트의 명물이라는 별명이 있으며 42km 해변이

시작되는 곳이자 바다로 나가는 길목입니다. 낚시 장소

로 유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긴 목조 다리가 바닷가 까

지 놓여 있습니다.

스핏 브릿지 (Spit Bridge)

스카이 포인트 전망대 (Sky point Observation Deck)

호주 유일의 바닷가 전망대로 Q1 전망대 입니다.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해안으로 길게 어우러진 건물과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골드코스트, 브리즈번,

바이런 베이 까지 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 입니다.



ENGLISH CAMPS

브리즈번 시티투어

브리즈번 박물관 (Museum)

실제 크기의 캥거루, 곰, 사자, 코알라 등을 볼 수 있으며, 

영화에서 보던 공룡 뼈를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트레져리 카지노(Conrad Treasury Casino)

얼핏 보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웅장한 느낌~

호주에서 3번째로 큰 카지노 랍니다.

브리스번 강 & 페리 (Brisbane River & Ferry)

브리즈번 강에는 CityCat과 CityFerry라는 배가 있습니다.

브리즈번 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또는 관광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관리방안

-생활관리

-교육관리

-기타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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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C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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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리계획 – 생활관리

작은 목표 하나부터 이를 성취하기까지 꼼꼼히 확인 합니다.

Ⅲ
24시간 안전요원
배치

Ⅱ
24시간 소통창구 마련

Ⅰ
‘눈으로 보이는 관리’

국내 사무실 및 현지관리 사무실에 “ 현황판”을 제작, 운영하여 학생들의

일정, 어려운 점, 계획등을 학생별로 세세히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국내와 현지간의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하여 학생관리에 있어 소홀감이 없도

록 노력합니다.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 온라인카페 /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고 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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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별 담당 학생들을 구성하고, 이를 직접 통솔 관리합니다.

- 학생과 생활공간을 단일화하고 학생별 일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합

니다. (건강상태, 교육 및 현장실습에 대한 내용등 기록)

-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로 보고되는 사례는 관리자를 통해 보고하고, 이에

맞는 초동조치 이후에는 부모님께 즉각적인 보고를 취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생 관리를 진행하며 그러기 위해 경험이 충분하고 현

지 사정에 능통한 직원을 배정합니다.



학생관리계획 – 캠프 중 아이들 관리가 궁금하신가요?

작은 목표 하나부터 이를 성취하기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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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생활, 사고 및 질병, 홈스테이 생활 관리, 사전단체 여행자보험

이동시 교통안전교육, 개인소지픔 점검, 

개별명찰부착 (현지비상연락망, 주소)

일일점검사항 및 건강, 홈스테이 관리, 응급대응 메뉴얼구축 (외교부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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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리

일상생활

외부활동

관리 & 보고

부모님과의
소통

ENGLISH CAMPS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