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SUMMER 학습훈련캠프 참가자 사전 안내문
Ⅰ. 입소 전 준비사항

1. 건강관리 철저  복용중인 약이 있는 경우 미리 준비
2. 개인 소지품 및 준비물 챙기기 - 개인 물건에 이름을 반드시 기입할 것!
① 캠프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물품
[입소 시 지급]  가이드북, 훈련교재, T셔츠 1벌, ID Card
[퇴소 시 지급] - 기념사진&언어습관훈련, 수료증, 학습훈련노트4권, 창의력검사결과분석지
② 기숙사에 비치되는 물품 - 침대, 책상, 침구류 (개인사용)

3. 기숙사에서 공동생활(2인 1실)을 해야 함으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 갖기
4. 많은 지식을 얻는다는 생각보다는 다양한 학습기술을 습득하는 경험과 인성을 함양한다는
생각이 필요
5. 1주간의 캠프가 노는 시간이 아니라 단체생활을 통한 리더십을 함양하고
창의, 인성을 갖춘 학습능력을 향상하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정확히 할 필요
6. 입소 계획 - 7/26(일요일)
① 입소 일에 부모님과 동반 입소할 것인지 아니면 학생 혼자 개별 입소할 것인지 여부를
캠프운영본부에 미리 알려줄 것!
② 학생 개별 입소 시에는 12시까지 서울역에 도착하도록 보내주세요.
서울역 픽업담당자 및 연락처 추후 개별통보
7. 퇴소 계획 - 7/31(금요일)
① 퇴소 일에는 학부모님 참석한 가운데 동기부여 선포식 후 퇴소예정
② 학생 개별 퇴소 시에는 서울역까지 픽업담당자가 동반하여 서울역 승차확인 후
도착지에서 부모님 픽업(승차시간과 승차번호를 부모님께 연락하여 알려드림)

Ⅱ. 생활안내

1. 기숙사 생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신관 사용(2인 1실)
2. 식당이용
① 식사시간
아침 7:30-8:30
점심 12:00-12:50
저녁 18:00-18:50
② 음식물 남기지 않기
③ 음식물과 그릇을 식당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기

3. 세탁실 운영
① 빨래할 옷가지는 세탁망에 담아서 지정 요일에 수거한다.
② 캠프에서 알려주는 지정 장소에 빨래를 맡기고 찾는다.
③ 세탁망에 반드시 이름을 쓴다.
④ 빨래는 물세탁 후 고열 건조하므로 고가의 의류나 탈색 변형의 우려가 있는 옷은 가져오
지 않기
4. 전화
① 휴대전화 가지고 입소 가능, 단 입소시 수거함
5. 교내매점
① 식당 앞 세븐일레븐 사용 가능
6. 병원진료
① 환자 발생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② 병원에 가는 학생은 주민등록번호 숙지, 진료비 본인 지참
③ 진료비 없는 경우 캠프에서 선납한 후 부모님께 청구함
7. 귀중품 - 핸드폰, 디지털카메라, MP3 등의 귀중품은 분실 가능성 있으므로 소지금지
8. 용돈 - 많은 돈 소지 금함.
1만원 이상의 돈은 교무실에 보관하였다가 필요시 찾아서 사용

그리고 다른 하나
꼭 가져와야 할 것은,
“열린 마음으로 인성,학습훈련캠프를 경험하고 배우고 즐기려는 자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