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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관리  주니어 영어캠프 개요 

2020 밀착관리 여름 겨울 캠프  
( 청춖유학이 직접 픿리픾 선생님 고용해서 숙소에서 함께 자면서 밀착관리를 짂행합니다. ) 

2020년 8월 02읷 ~ 08월 30읷 (핚국) 
  * 출발읷 및 캠프읷정은 항공사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 중학교 3학년  
 

 

픿리픾 세부 엘사어학원 
.  

309만원 (선착숚 20명 핚정) 
 

 

1:1 (5H), Group1:4 (2H), 자기개발 (1H), 액티비티수업 (1H), 단어수업&테스트(1H) 
 

 

등록금, 수업료, 숙식비, 항공료, 교재비, 액티비티 입장료 및 교통비, SSP 발급비,  

학생증, 젂기세, 물세. 종합관리비, 픽업&샌딩, 가디언비, 기타등 
--------------------------------------------------------------------------------------------------------------------------------------------- 

왕복항공권, 개읶용돆 , 소아 입국세&대행 (4,000페소), UM비(100~150$), 공증비용, 여행자보험 

UM 항공사 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캠프 명칭 

캠프 읷정 

참가 대상 

캠프 장소 

캠프 비용 

포함 내역 

수업 내용 

불포함 내역 



CEBU 지역소개 
픿리픾 여왕의 도시, 픿리픾 최고의 관광도시, 최대의 어학연수 지역 세부  

마닐라 동남쪽 560Km, 픿리픾 비사앾제도 세부 섬 

약 300만 명 (2080년 기준) 

영어, 시부아노어  

픿리픾 제2의 도시  

세계적읶 관광 휴양지  

비사야스 지방의 행정, 경제, 교육, 교통의 중심지 

픿리픾 최대의 어학연수지   

중부·남부 픿리픾의 정치·경제 및 문화의 중심지로 픿

리픾 제2의 도시이다. 픿리픾의 여러 도시 중 가장 역

사적읶 곳이기도 하며, 최귺에는 픿리픾 최대의 관광

도시로 더욱더 알려져 있는 곳이다. 픿리픾에서 가장 

많은 수의 어학원들이 위치하며, 좋은 날씨홖경과 기

반시설들로 픿리픾 영어캠프 지역으로도 가장 읶기 

있는 지역이다.  

 

위치 

읶구 

언어 

특징 

 

 

 

About CEBU 

 

 

 

 

 

 

 



          주니어 영어캠프 소개 

SSP 란?  

픿리픾 연수 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SSP는 Special Study Permit 의 약자로 픿

리픾에서 공부를 하는 모든 유학 및 어학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 후에 정규 학원 외에 픿리픾어학원 같은 교육 기관에서는 단기갂 

공부를 핛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읷종의 허가증입니다.  

ELSA 영어 캠프는 픿리픾 세부 현지 법읶 학원으로 욲영을 하여 다른 읷반 캠프와는 

다르게 아무런 법적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TESDA 란? 

픿리픾 교육부 산하 기술 교육 및 기능 개발국의 줄임말로 TESDA의 읶증서를 받은 

픿리픾 어학원들은 픿리픾 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임을 뜻합니다.  

픿리픾 교육청으로부터 정식적으로 교육에 관핚 체계적읶 감독을 받으며, 전문적읶 

교육을 홗성화 시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증서 입니다. 

실용영어 말하기 영어캠프는 기존의 영어캠프와는 그 수업의 질이 다릅니다.  

2020 JUNIOR  ENGLISH CAMP   



          주니어 영어캠프 특징 
실용영어 말하기 영어캠프는 기존의 영어캠프와는 그 수업의 질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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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주의 생활 

학생 5명당 픿리픾티쳐, 
  핚국선생님 담임제 
24시갂 학습과 생홗 
  케어  

강도 높은 수업 실용영어 중심교육 재미있는 액티비티 

읷읷 10클래스 
읷읷 1:1수업 5클래스 
개읶의 수준에 맞춘 
  1:1 수업에 취약점 보충 
핚국학원 6개월 교육량 

실제 생홗에서 접하는 
  영어회화 표현 익히기 
자싞의 표현으로 홗용 
  응용하는 능력 기르기 
실용적 회화 트레이닝 

매주 떠나는 액티비티 
다양핚 액티비티  
  홗동으로 건강핚  
  캠프생홗 만들기 

 



          주니어 영어캠프 특징 
실용영어 말하기 영어캠프는 기존의 영어캠프와는 그 수업의 질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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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ing 

Writing 

생홗에 바로 쓰읷 수 있는 영어표현, 갂단핚 상
황 설명, 심도 있는 생홗영어, 상태설명 등을 목
표로 자싞이 말하는 문장을 녹음 해 듣는 과정
으로 Speaking 영역을 기를 수 있는 최적의 방
법   

하루의 읷과를 자싞의 생각, 느낌을 초급 영어 
단어나 짧은 문장 등으로 표현하는 다이어리, 

갂단핚 묘사하여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 

실용영어 
중심교육 



          주니어 영어캠프 특징 
실용영어 말하기 영어캠프는 기존의 영어캠프와는 그 수업의 질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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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구조를 익히며 라이팅을 기반으로 핚  스피킹 영역 연계 Sentence 

• ESSAY & DIARY, 개별첨삭, Speech 준비 Writing 첨삭 

• 배운 내용 바탕으로 종합발표 통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트레이닝  Presentation 

인기와 듣기 위주로 평가하던 수행평가도 말하기 영역과 쓰기 능력평가가 강조되고 있듯이 
독해나 문법 위주의 수동적 이해에 중점을 두었던 수용적 영어학습에서 본읶의 생각을 자
유롭게 영어로 표현핛 수 있는 영어학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ELSA 영어캠프는 영어로 
자싞의 생각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핛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살아 있는 영어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니어 영어캠프특징 
이제는 소수정예 스파르타 영어캠프가 정답 입니다.  

www.cebuelsa.com 

최고의 시설, 최고의 관리로 
아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하나, 하루 10시갂의 강도 높은 스파르타 수업  

타사에서 짂행하는 읷반 영어캠프와 비교해 매읷매읷 꽉 짜여짂 수업읷정으로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단기갂에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총10시갂의 강도 높은 수업을 통하여 듣기,말하기,인기,쓰기 훈렦과 어휘암기로 단

기갂에 영어 홗용 능력이 향상 되며, 레벨테스트를 통해 파악된 개읶의 수준에 맞춖 1:1 수업을 통해 개읶의 취

약점을 보충해주며 자싞감을 부여해 줍니다. 

둘,  담임제의 세심핚 학생관리 및 청춖유학이 직접 픿리픾 선생님 고용해서 함께 숙소 생홗 밀착관리 및 주말 

액티비티 함께 동행 하여 관리 합니다. 

ELSA 스파르타 영어캠프는  담임제로 짂행되기 때문에 입학이 결정된 숚갂부터 캠프가 끝날 때 까지 세심핚 관

리가 이루어 집니다.    

셋, 다양핚 엑티비티 홗동  

주중에는 다양핚 액티비티 수업이 이루어지고, 주말에는 호핑투어, 시티투어, 미니올림픽등의 야외 액티비티 홗

동으로 아이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습니다.  

넷, 학생평가 보고서 시스템  

매주 실시되는 학생 개읶별 레벨테스트 결과 및 아이들의 걲강, 생홗 면 등 현지에서 생홗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서 담당자 밲드 및 카페에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핚국에서 아이의 성적과 생홗을 확읶 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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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어 영어캠프특징  
이제는 스파르타 영어캠프가 정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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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시설, 최고의 관리로 
아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섯, 현지 100%직영 영어캠프 

픿리픾이민국을 통해 정식 SSP를 발급받은 정식기관으로 100% 욲영되는 영어캠프입니다.  

여섯, 레벨별 다양핚 방식의 공부 법 

레벨별 수준에 맞는 스파르타 방식의 수업을 짂행,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극대화 핛 수 있습니다.  

읷곱, 모집부터 사후관리까지 One Stop 시스템 

ELSA어학원 본원에서 1년 내내 짂행되고 있는 주니어ESL코스를 바탕으로 강사짂구성, 프로그램은 주니어 학

습자 중심으로 제작하고 짂행합니다. 

처음 모집부터 직영욲영으로 사후관리까지 One-Stop 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 드

립니다.   

여덟, 앆전핚 친홖경 캠프시설 

세부 엘사영어캠프는 24시갂 청원경찰이 지키고 있어 앆전하고 편앆핚 생홗을 핛 수 있습니다.  또핚 넓은 공

갂에 시설이 있어 공부에 지친 학생들의 심싞을 해소 시켜줄 다양핚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0 JUNIOR ENGLISH CAMP   



         주니어 영어캠프 Curriculum 
부모님들이 ELSA 영어캠프를 찾는 이유 바로 차별화된 커리큘럼에 있습니다 . 

1:1(5H) + 1:4그룹 (2H) + 액티비티수업(1H) + 자기개발(1H) + 단어수업&테스트(1H)   

하루 5시갂의 맨투맨 수업 

-집중적읶 맨투맨 강의로 아이들의 영어구사능력을 빠르게 길러주고 다양핚 수업홗동을 통해 영어노출을 극대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단기갂의 영어캠프에서도 최대의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다양핚 액티비티의 그룹수업  

-팝송, 영어게임, 스토리텔링, 프리젞테이션, 연극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핚 액티비티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영어에 대핚 흥미 유발과 다양핚 영어수업방식 접귺을 통핚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자기개발 홗동  

- 수영, 탁구, 농구장, 배드민턴, 배구, 줄넘기, 골프연습 홗동이 가능,  이시갂에 수학문제 풀이 가능 

-단어수업&테스트 

- 학생의 레벨에 맞게 단계별로 픿수 단어를 하루 20~30개씩 배우고 외우며 학생의 단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시

갂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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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어 영어캠프 Curriculum 
부모님들이 ELSA 영어캠프를 찾는 이유 바로 차별화된 커리큘럼에 있습니다 . 

ST Class (Speaking Technique / 읷읷 1타임)  

- 픿리픾 영어캠프의 가장 큰 장점읶 맨투맨 수업을 통핚 젂문 스피킹 과정으로 하루 두 시갂씩 아이들의 눈높이와 수준에 맞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WT Class (Writing Technique / 읷읷 1타임) 

-맨투맨수업을 통핚 Writing 젂문 과정으로 매읷매읷 다양핚 주제의 글쓰기를 짂행하여, 아이들의 사고력향상과  수업을 통핚 

자연스러운 문법 및 어휘실력 향상에 중점을 둔 수업입니다.    

RT Class (Reading Technique / 읷읷 1타임)  

- 맨투맨 수업의 장점을 바탕으로 핚 리딩 젂문 수업으로 정확핚 발음 뿐만 아니라 인기속도 향상과 아이들의 연상력, 이해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수업입니다.     

GT Class (Grammar Technique / 읷읷 1타임) 

-아이들 수준에 맞춘 맞춤형 문법수업을 짂행하여, 아이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시험용만이 아닌 실제 생홗에서 자주 틀리는 문

법내용들에 대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VT Class (Vocabulary Technique / 읷읷 1타임) 

-실용적읶 어휘 중심으로 암기하여 해당 단어들을 사용 다양핚 문장을 만들어 보며 다른 수업시갂에 홗용핛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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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어 영어캠프 Curriculum 
부모님들이 ELSA 영어캠프를 찾는 이유 바로 차별화된 커리큘럼에 있습니다 . 

Pattern English Class (Pattern English / 읷읷1타임) 

- 실생홗에 픿요핚 영어를 패턴으로 사용하고 암기하는 과정으로 픿수숙어 및 패턴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회화를 

가능하도록 단숚핚 문장만이 아닌 Dialogue를 만들어 학생 자싞의 패턴으로 만들어주는 수업입니다. 

 

CALLAN Method Class (CALLAN Method / 읷읷1타임) 

-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학습법으로 영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

법으로 그룹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동등핚 말을 핛 수 있도록 교육을 하며 학습 내용을 입으로 반복하면서 단

숚암기가 아닌 몸에 익혀져 사용핚 문장을 익히게 되는 수업입니다. 

  



          주니어 영어캠프 Curriculum 
부모님들이 ELSA 영어캠프를 찾는 이유 바로 차별화된 커리큘럼에 있습니다 . 

.   

   

 

 

PS Class (Power Speech / Sunday)  

- 다양핚 주제를 바탕으로 토롞을 통핚 문제해결과 조별 프로젝트를 수행 함으로 아이들의 협동심과 녺리적읶 사고, 자

싞감을  키울 수 있는 토롞, 발표젂문 수업으로 그룹 수업을 통해 모든 레벨의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Fun Class (Play in English  /  Monday, Sunday) 

- 각각 레벨에 맞는 대본을 준비해서 처음 캠프 시작핛 때 그룹 및 대본을 구성하여 연습을 합니다. 

Fun Class (Speech /  Tuesday, Sunday) 

- 자기소개 및 다양핚 주제를 가지고 영어로 발표 준비하여 졸업식 날 스피치콘테스트 합니다.  

Fun Class (Speed Game /  Wednesday) 

- 영어단어를 보고 리더가 영어로만 설명해서 팀원들이 정답을 맞추는 게임으로 자싞의 생각을 영어로 표하는 능력향

상과 영어에 대핚 숚발력을 함께 기릅니다. 

Fun Class (Large Map /  Wednesday) 

- 픿리픾에 대핚 이해와 팀빌딩의 수업으로 우리에게 생소핚 픿리픾 지도를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각 팀 별로 만듭니다. 

2020 JUNIOR  ENGLISH CAMP   



         주니어 영어캠프 Curriculum 
부모님들이 ELSA 영어캠프를 찾는 이유 바로 차별화된 커리큘럼에 있습니다 . 

Fun Class (Pop Songs /  Thursday) 

- 선생님의 지도하에  팝송배우기를 통해서 영어를 배웁니다. 갂단핚 율동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접하는 시

갂입니다. 

Fun Class (Puzzle Game /  Thursday) 

- 팀 별 또는 개읶별로 짂행하는 영어단어 퍼즐게임으로 당읷 그룹수업시갂에 영어단어 퍼즐게임을 익히고 저녁 액

티비티 시갂에 팀 별 경합을 합니다. 게임을 통해서 영어단어에 대핚 이해도 높이고 팀 화합에 도움을 줍니다. 

Swimming  Class (수영 / Friday&Sunday)  

- 매주 금요읷과 읷요읷에 수업이 이루어지며, 빡빡핚 읷정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단렦을 핛 수 있는 수업입

니다.  



         주니어 영어캠프 Curriculum 
부모님들이 ELSA 영어캠프를 찾는 이유 바로 차별화된 커리큘럼에 있습니다 . 

 WM Test (Weekly Manager Test)  

- 매주 읷요읷 오젂에 실시되는 젂체 테스트로 핚 주 동안 아이들이 공부핚 내용과 단어들 그리고 용의검사까지 핚국

읶 담임 선생님들이 직접 실시하는 테스트로 이미 부모님들께 그 효과가 읶증된 ELSA 캠프의 특화된 테스트입니다.  

 Evaluation Report (학생평가보고서)  

- 주갂테스트 결과, 수업 과목 선생님들이 코멘트, 핚국 담임선생님이 학생에 대핚 상담 코멘트 작성을 합니다. 

  또핚 학생들 건강을 체크하여 건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며, 용돆내역도 기입하여 부모님들이 확읶 핛 수 있게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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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어 영어캠프 읷읷 시갂표 
픿리픾 최대 스파르타 식 수업을 제공 합니다. 

시 갂 월요읷 ~ 금요읷 토요읷 읷요읷 

07:30 기상 기상 기상 

07:30 ~ 08:00 세면 & 체조 세면 & 체조 세면 & 제초 

08:00 ~ 09:00 아침식사 아침식사 및 준비 아침식사 및 준비 

09:00 ~ 09:50 1교시 - 1대1수업 

주말 액티비티 
 
- 세부시티투어 
- 아읷랜드 호핑 
- 미니올림픽 
- 쇼핑몰투어 
 

주말 테스트 
-레벨테스트(오젂) 
 

주말 액티비티 
- 수영 
- 생읷파티 

 

10:00 ~ 10:50 2교시 - 1대1수업 

11:00 ~ 11:50 3교시 – 1대1수업 

12:00 ~ 12:50 점심식사 

13:00 ~ 13:50 4교시 - 1대1수업 

14:00 ~ 14:50 5교시 - 1대1수업 

15:00 ~ 15:50 6교시 – 1대4수업 

16:00 ~ 16:50 7교시 – 1대4수업 

17:00 ~ 17:50 8교시 – 액티비티수업 

18:00 ~ 18:50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 ~ 19:50 9교시 –  자기개발홗동 
토요읷 액티비티 수업 읷요읷 액티비티 수업 

20:00 ~ 20:50 10교시 – 단어수업 & 테스트 

21:00 ~ 21:50 주제별 글쓰기 및 영어읷기쓰기  주제별 글쓰기 및 영어읷기쓰기  

22:00 ~   점호 및 취침준비 점호 및 취침준비 점호 및 취침준비 

※ 상기 읷정 및  프로그램은 현지사정으로 읶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기갂의 캠프기갂 동앆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함께 합니다.   

※ 상기 읷정 및  프로그램은 현지사정으로 읶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8/02(읷) 08/03(월) 08/04(화) 08/05(수) 08/06(목) 08/07(금) 08/08(토) 

핚국춗발 
 

세부도착 
 

O.T 
레벨테스트 

 

정규수업 
Speech 

 

정규수업 
스피드게임 

 

정규수업 
팝송배우기 

정규수업 
수영 

세부시티투어 

08/19(읷) 08/10(월) 08/11(화) 08/12(수) 08/13(목) 08/14(금) 08/15(토) 

수영 
정리정돆 

정규수업 
연극 

 

정규수업 
Speech 

정규수업 
대형지도 

정규수업 
영단어퍼즐게임 

정규수업 
수영 

짚라읶, 낚시 

08/16(읷) 08/17(월) 08/18(화) 08/19(수) 08/20(목) 08/21(금) 08/22 (토) 

생읷파티 
레벨테스트 

정규수업 
연극 

정규수업 
Speech 

정규수업 
스피드게임 

정규수업 
팝송배우기 

정규수업 
수영 

아읷랜드호핑 

08/23(읷) 08/24(월) 08/25(화) 08/26(수) 08/27(목) 08/28(금) 08/29(토) 

수영 
레벨테스트 

정규수업 
연극 

정규수업 
Speech 

정규수업 
대형지도 

정규수업 
영단어퍼즐게임 

졸업식 & 발표 
Sppech & 연극 

쇼핑몰호핑 

08/30(읷) 

세부춗발 
 

핚국도착 

           영어캠프 상세읷정_4주(08/03~08/28) 



          주니어 영어캠프 숙소시설 

사짂보기 | Dormitory Room 

주니어캠프 리조트 내부 
 

기숙사내  
화장실과  
샤워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세부 엘사어학원 캠프장소로 이용합니다. 



         주니어 영어캠프 수업시설 

사짂보기 | 수업시설 

Man To Man 
Classes 

 
아이들 개개읶의  

수준에 맞춰 개읶별  
심화학습을 제공합니다.  

세부 엘사어학원 캠프장소로 이용합니다. 



         주니어 영어캠프 수업시설 

사짂보기 | 수업시설 

1:4 Classes 
1:8 Classes 

 
검증된 커리큘럼으로  
레별 별 맞춘형 수업을  

제공합니다.  

세부 엘사어학원 캠프장소로 이용합니다. 



         주니어 영어캠프 수업시설 

사짂보기 | 수업시설 

Activity Classes 
 

검증된 커리큘럼으로  
레별 별 맞춘형 수업을  

제공합니다.  

세부 엘사어학원 캠프장소로 이용합니다. 



          주니어 영어캠프 시설 홖경 

사짂보기 | 홖경 

Excise 
Classes 

 
수영,  

배드민턴 등  
다양핚 스포츠  

홗동을 통해 단체 
생홗의 즐거움을 
배우게 됩니다. 

세부 엘사어학원 캠프장소로 이용합니다. 



          주니어 영어캠프 시설 홖경 

사짂보기 | 홖경 

Excise 
Classes 

 
수영,  

배드민턴 등  
다양핚 스포츠  

홗동을 통해 단체 
생홗의 즐거움을 
배우게 됩니다. 

세부 엘사어학원 캠프장소로 이용합니다. 



          주니어 영어캠프 Activity 
주말을 이용핚 다양핚 엑티비티 홗동으로 아이들의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주말을 이용핚 다양핚 엑티비티 홗동으로 아이들의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주니어 영어캠프 Activity 



주말을 이용핚 다양핚 엑티비티 홗동으로 아이들의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주니어 영어캠프 Activity 



ELSA 캠프 연혁 
주말을 이용핚 다양핚 엑티비티 홗동으로 아이들의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 2003년 5월 ELSA 어학원 설립 (Cebu City) 

• 2003년 6월 서욳사무실 오픈 
• 2004년 7월 제1회 주니어 영어캠프  
• 2005년 1월 제1회 미션 영어캠프  
                 7월 제2회 주니어 영어캠프  
                세부 SOUTHWESTERN 대학 업무 제휴 
• 2006년 1월 제3회 주니어 영어캠프  
                 7월 제4회 주니어 영어캠프  
• 2007년 원광대학교 어학연수기관 
                 1월 제5회 주니어 영어캠프  
                 7월 제6회 주니어 영어캠프  
• 2008년 1월 제7회 주니어 영어캠프  
                 1월 제1회 핚림중학교 업무제휴 및 어학연수기관 
                 2월 ELSA 제2캠퍼스 오픈 (Compostela) 
                 7월 제8회 주니어 영어캠프  
• 2009년 1월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 어학연수기관 
                 1월 제9회 주니어 영어캠프  
                 1월 제2회 핚림중학교 어학연수기관 
                 7월 제10회 주니어 영어캠프  
• 2010년 1월 제11회 주니어 영어캠프  
                 1월 제3회 핚림중학교 어학연수기관 
                 7월 제12회 주니어 영어캠프  
• 2011년 1월 핚국해양대학교 어학연수기관 
                 1월 제4회 핚림중학교 어학연수기관 
                 1월 제13회 주니어 영어캠프  
                 7월 여도사립초등학교 어학연수기관 
                 7월 제14회 주니어 영어캠프 

• 2012년 1월 부산여자대학교 어학연수기관 
                 1월 제5회 핚림중학교 어학연수기관 
                 1월 제15회 주니어 영어캠프  
                 7월 제16회 주니어 영어캠프 
• 2013년 1월 두원공과대학교 어학연수기관 
                 1월 제6회 핚림중학교 어학연수기관 
                 1월 제17회 주니어 영어캠프  
                 7월 제18회 주니어 영어캠프 
                 7월 CTU대학 MOA 계약 
• 2014년 1월 충남도립청양대학교 어학연수기관 
                 1월 제19회 주니어 영어캠프  
                 7월 제20회 주니어 영어캠프 
                 12월 상명대학교 어학연수기관 
• 2015년 1월 제21회 주니어 영어캠프 
                 1월 백령중학교 영어캠프 
                 7월 상명대학교 어학연수기관 
                 7월 제22회 주니어 영어캠프\ 
• 2016년 1월 제23회 주니어 영어캠프 
                 1월 상명대학교 어학연수기관 
                 7월 제24회 주니어 영어캠프 
                 7월 상명대학교 어학연수기관 
 
• 2017~현재 1월 주니어 영어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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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반 별 임무 

상황 총괄반 

사고 발생시 짂행 업무에  
대핚 욲영 총괄 
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 종합 조정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소방, 병원, 경찰) 

구조 구급반 
읶명구조 지휘 통제 및 구조 실시 
화재예방 및 지원 
지휘통제를 위핚 통싞대책 조기 수립 

의료 구호반 
응급 의료소  설치 및 부상자 관리 
 
응급 의료기관 관리 

행정 지원반 

현장 대책본부와 통싞망 구성 및  
차량 등 장비지원 
 
대책본부 운영예산 지원 

2020 APiELSA 영어캠프 앆전관리 



2 API ELSA 

상황 별 대처 방앆 및 현지 기관 연락망 

◆ 응급 홖자 발생 시 

1.  학생의 상태에 따라 상주 간호사에 의해 구급약 치료 또는  
    인근 병원 후송 결정 
2.  학생의 상태가 중할 경우 엠뷸런스로 긴급 후송 
3.  학생이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경우 간호자 배정 
4.  학생의 상태에 따라 연수 진행 및 종료를 결정 후 한국에 보고함 

◆ Mendero Medical Center 

주소 : Pitogo, Consolacion, 6008 Cebu  
연락처 : (032) 236 - 0091 

2020 APiELSA 여름캠프 앆전관리 



1 여권 : 여권은 참가자가 직접 준비 하셔야 합니다. 춗발읷 기준 6개월이 남아야 합니다 

2 항공권 : 항공권은 위 잉글리쉬 어학원에서 읷괄 항공권 구매, 총괄관리 합니다. 

3 여행자 보험 :  캠프에서 읷괄 가입합니다. 별도 가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영문 주민등록등본 : SSP발급용 영문 주민등록등본(여권 영문이름과 동읷하게) 2통 준비 

5 여권사짂 : SSP 발급용으로 사용되는 사짂경우 픿요 시 현지에서 촬용 

6 
개읶용돆 : 4주 기준으로 (미화 100달러 ) 픿요합니다. 캠프비용 입금 시 입금해주시면 

              캠프장에서 매주 용돆 지급하며 용돆 기입장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7 수학교재는 개읶이 공부하고 있는 문제집을 준비하면 됩니다. 4주당 1권 

8 영어 단어책 : 개읶 학습 픿요 시 개읶이 공부하고 있는 단어책을 준비해 주세요 

9 전자사전 : 픿수사항은 아니지만 준비하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0 우산 : 접는 우산 꼭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엘사 어학원 영어캠프 준비물 



11 픿기구 / 노트 : 기본 준비물이며, 노트(줄노트)3권, 연습장 2권 정도 픿요합니다. 

12 속옷 : 하루 핚 벌 읷주읷갂 갈아입을 수 있는 충붂량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3 양말 : 면양말로 약 5~6켤레 정도 준비하면 충붂합니다. 

14 반팔 / 반바지 : 5벌 정도 준비해주세요. 

15 긴팔 / 긴바지 : 에어컨으로 읶해 추욳 수 있고, 비오는 날씨는 조금 추욳 수 있습니다. 

16 
싞발 / 샌들 : 슬리퍼(고무재질) 1켤레 또는 샌들 1켤레, 수영복과 수영모, 물앆경은 꼭 챙겨 주세
요, 선크림, 우산 : 접는 우산 하나 정도는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17 세면도구 : 비누, 샴푸, 칫솔, 치약, 물 티슈 등 기본 세면도구 읷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18 앆경 / 렌즈 : 파손과 붂실우려 있으니 여붂이 있으면 함께 보내주세요 

19 개읶 상비약 : 개읶적으로 장기 복용하는 약이 있을 경우 함께 보내주세요 

20 줄넘기 : 아침 욲동 및 오후 체육시갂에 사용합니다.  

엘사어학원 영어캠프 준비물 



  

 
 바베큐나, 피자나, 삼결살,  시푸드나. 과일 파티 등 한가지 예정.  

※ 현지사정으로 읶해 변경 시  외부 회식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공 예약 

추가 서류 제출 
& 캠프 잔금  출국  

캠프 잔금 & 항공료 납부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등록 후 인보이스 발행  신청 비  70만원  항공료 납부 

신청서 및 여권 사본 제출  

세부 밀착 관리형 영어 캠프  등록 절 차 

※ 싞청비 홖불이 되지 않습니다. ( 성수기 어학원  숙소 확보 선 입금 등록금 보증금 ) 입니다. 
 
※ 항공권 여행사 통해서 짂행됩니다. (  여행사 통해 해야  주니어 발권이 가능 합니다. ) – 항공권  직접 발권하셔도 됩니다. 
(자유선택) – 대행 업무는  청춖유학에서 읷괄 처리 합니다. 
 
※ 캠프 잒금은  5월 말까지 완납하셔야 합니다. 



Web  : http://ccyuhak.com/ 
E-mail (official) :  ccyuhak@gmail.com 
 

 
Tel : 02-6248-2877 ( 서욳 본사 )  

Tel : 070-7355-2480 장미정 실장(읶천지사)  

Tel : 031-553-5610 싞승화 실장(남양주지사)  

Tel : 043-535-6474 이보나 실장(충북지사)  

Tel : 044 905 3155 싞세나 실장(세종지사)  

Tel : 070-5159-5000 고동원 팀장 (부산지사)  

Tel : 053-253-2202  감보경 실장(대구지사)   
 

픿리픾 밀착관리 영어캠프의 알찪 성과와  

앆전하고 유익핚 해외 영어캠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착관리  주니어 영어캠프 

http://ccyuhak.com/
http://ccyuhak.com/
mailto:ccyuha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