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GRACE Winter English Camp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작이 차이를 만듭니다! 미래는 자기분야의 전문성과 뛰어난 창의력으로 급변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며, 폭넓은 시야로 국제적 안목과 소양을 갖춰 무한경쟁의 세계무대를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인

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영어는 필수! 영어에 흥미를 잃은 학생, 영어공부를 해도 진전이 없는 학생, 심화된 학습

을 원하는 학생 모두 - 이번 GRACE 영어캠프를(통학형) 통하여 초등부는 다양한 Activity로 영어를 즐기는 

흥미 중심한 캠프를, 중고등부는 토플 중심으로 영어의 4영역(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에 대한 

통합적 능력을 신장하고, 격변하는 교육환경과 주입식 교육에 반해 단계적 콘텐츠수업인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의 주제 아래 각각의 상황에서 필요한 영어를 학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번 캠프를 하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미래가 필요로 하고 하나

님께서 쓰시는(행13:22) 글로벌 리더로서 역량을 갖추는데 눈을 뜨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2 GRACE Winter English Camp 안내
    
     

    

     

           ◎ 주의사항 : 학교에서는 매일 2회(등교 시, 오후) 발열체크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며 발열검사를 통해 37.5℃ 이상 이거나,
              호흡기증상 또는 그 밖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다시 등교 할 수 있습니다.

■ 캠프기간   2022년 1월 10일~1월 28일 (월~금, 통학형)

■ 시     간    9:00AM~3:30PM 

■ 준  비  물   성경책, 마스크, 개인실내화, 개인물병, 물티슈, 필기도구 

■ 문    의   070-7340-2777

   
  3. 단기 집중교육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자
    (Self-directed Learner)로 발전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영어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

들은 창의성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함으로 

자기주도학습을 체험하게 됩니다.

   4. Activity
 

  캠프기간 동안 단계적 콘텐츠수업인 특별 프    

로그램을 통해 언어표현과 다양한 관계활동을    

익히며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체험수업을 진행   

합니다.

  
  5. 학습시스템

      ⁕  반별 정원 10명 내외 최적화된 수준별 반 편성

   ⁕  원어민 교사 강의 및 1:1 맞춤 교육

   ⁕  의사소통 중심 영어수업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표현하는 능력 향상

   

  
  6. 중고등부 TOEFL CAMP

    ⁕  영어의 4영역(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에 대한 통합적 능력을 신장

   ⁕ TOEFL 1, 2, 3 수준별 반 편성

    ⁕  매일 Vocabulary Test

   1. 매일 수업 시작 전 예배
   

 매일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주, 주관
자이심(대상 29:10-13)을 고백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이유(고전 10:31)를 알아갑니다. 하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의 지혜, 지식, 능력을 간구하며, 
주시는 힘으로(단1:20) 수업합니다.

    2.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영어공부 내적동기 유발
 
   알차고 흥미로운 학생중심의 프로그램(Student-
  centered Program)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영어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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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GRACE Winter Camp Schedule

- Elementary - 

1st Week Jan. 10 (Mon.) Jan. 11 (Tue.) Jan. 12 (Wed.) Jan. 13 (Thu.) Jan. 14 (Fri.)

   ~9:00 Greeting &Homeroom

9:00-9:25 Opening Service 
& Orientation         Morning Worship Service 

9:35-10:15               Class 1 Vocabulary/Speaking

10:30-11:10               Class 2 Reading/Writing

11:20-12:00               Class 3 Bible Story/Listening

12:00-1:00                       Lunch 

1:00-2:00               Class 4 Group Project
Movie Day

2:10-3:10               Class 5 Activity
3:10-3:30 Homeroom & Clean up

2nd Week Jan. 17 (Mon.) Jan. 18 (Tue.) Jan. 19 (Wed.) Jan. 20 (Thu.) Jan. 21 (Fri.)

   ~9:00 Greeting & Homeroom

9:00-9:25 Morning Worship Service 

9:35-10:15               Class 1 Vocabulary/Speaking

10:30-11:10               Class 2 Reading/Writing

11:20-12:00               Class 3 Bible Story/Listening

12:00-1:00                       Lunch 

1:00-2:00               Class 4 Group Project
Market Day

2:10-3:10               Class 5 Activity
3:10-3:30 Homeroom & Clean up

3rd Week Jan. 24 (Mon.) Jan. 25 (Tue.) Jan. 26 (Wed.) Jan. 27 (Thu.) Jan. 28 (Fri.)

   ~9:00 Greeting & Homeroom

9:00-9:25 Morning Worship Service 

9:35-10:15               Class 1 Vocabulary/Speaking

Presentation 

Day

10:30-11:10               Class 2 Reading/Writing

11:20-12:00               Class 3 Bible Story/Listening

12:00-1:00                    Lunch 

1:00-2:00               Class 4 Group Project

2:10-3:10               Class 5 Activity
3:10-3:30 Homeroom & Clean up

      The schedule above is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progress of th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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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내  용 

 Level 1 Basic High
 천천히 반복해서 얘기하면 간단한 질문에 답하거나 이해하는 단계. 

 아는 어휘로만 답을 할 수 있고, 단수 복수 표현 가능

 Level 

 2-1

Intermediate 

Low
 천천히 얘기하거나 반복적인 청취로 간단한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단계.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을 종합해서 이해하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하는 단계.

 Level 

 2-2
Mid

 반복 청취로 평범한 주제 및 생활 관련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 

 말하기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지만 어휘력이 필요한 단계.   

 2형식, 3형식 문장 형태의 표현 가능.

 Level 

 2-3
High

 일반적인 주제를 이해하는 단계. 

 대화를 통해 이해력을 높이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수준. 

 문장의 의미는 파악가능 하지만 전체적인 주제파악은 아직 부족.

 간단한 노트정리, 과거시제로 표현 가능한 단계

 Level 

 3-1
Advanced Low

 생활과 밀접한 단어들로 이루어진 대화에 거리낌 없는 단계. 

 복잡한 내용의 이야기 전개는 어려우나 대화를 통해 이해력을 높이고, 

 질문을 통해 풀어 해석하는 단계. 복잡한 형태의 문장표현은 어렵지만

 내용의 줄거리를 쓰고, 기본 문장 형태의 작문 가능

 Level

 3-2  
Advanced Mid

 사회적, 교육적 대화에 참여 토론 또는 설명 가능한 단계. 

 주제를 파악하고 스스로 정보 수집이 가능한 수준. 

 복잡한 문장을 완성하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인 정보 및 의견을 설명하는

 형태의 서술을 할 수 있는 단계

 Level

 3-3 
Advanced High

 대화 및 수업 주제 파악이 가능한 단계. 

 표현력 있는 단어 사용과 적절한 대답 가능. 설명문 등의 예시나 정보를

 이해하고, 전체적 의미를 이해 가능. 에세이, 일기 등을 쓸 수 있고, 다양한

 문장 표현이 가능

Intensive Courses Ultimate Goal 

 Reading Comprehension

        and Composition  

 ․ 미국 교과서 및 다양한 읽기자료 Story Book 등을 이용하여 원어민 교사가  

   수업에 관한 내용을 먼저 읽어주어 학생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 문장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여 문장을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다.

 Grammar 

      and Vocabulary

 ․ 문장의 원리, 구조, 문법의 체계적인 정리

 ․ 책 속에 나오는 주요 단어를 매일 외우고, 관련문장을 읽고, 쓰고 익혀 다양한  

   어휘력과 문장력을 강화시킨다. 

 ․ 레벨별 외워야할 단어를 매일 외워서 시험을 본다(단어 누적암기).

 Conversation
 ․ 원어민과 기초적 회화 및 발음교정, Speaking 수업 

 ․ 매일 원어민교사와 자연스러운 접근을 통해 말하기에 자신감을 갖고

  어순감각을 습득하여 말하기 표현과 Communication 능력을 키운다. 

 My Level ? ........................................................

                  - GRACE English Camp Level -

       
                     GRACE English Camp Intensive Courses(심화학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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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GRACE English Camp Student Pledge  
 

    I pledge to observe the rules listed below for the success of 2021 GICS English Camp.  

Therefore, I am willing to accept any consequences of my actions.

  1. I will try to speak proper English to the best of my knowledge, during my stay at  

    the GRACE English Camp.

  2. I will observe all the safety rules.

  3. I will diligently complete my assignments.

  4. I will behave myself in class and group activities.

  5. I will not bring to the classroom a cell phone or any other materials that are not 

     required.

  6. I will respect teachers and my classmates at all times.

  7. I will not stay out nor call or meet anyone without permission.

  8. I will take the responsibility of all accidents after absence without permission.

  9. I will do my best not only to observe the rules above but also to serve to 

    everyone as a good role model.

서 약 서

    나는 이번 2022 GRACE English Camp 기간 동안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 학교가 취한 모든 조치를 받아들일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교육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적합한 영어를 사용하겠습니다.

  2. 나는 캠프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3. 나는 맡은 바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4. 나는 단체생활 및 학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5. 나는 수업시간 중 핸드폰 및 기타 불필요한 물건을 반입하지 않겠습니다.

  6. 나는 선생님과 학교친구를 존중하겠습니다.

  7. 나는 허가 받지 아니한 개별면회, 무단외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8. 나는 무단이탈 후 일어난 일체의 사고에 대해 학교 측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9. 나는 위 사항뿐 아니라 기타 모든 단체생활에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위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     .     .

                                            학생(student)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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