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본부 체인지업캠퍼스

일일체험프로그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체인지업캠퍼스(파주)의‘일일체험프로그램’은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영어수업으로, 체험과 놀이를 기반으로 하여
재미있고 즐겁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일체험 프로그램 소개
① 연령별/수준별 수업 진행
일일체험 프로그램은 이용 단체의 연령에 따라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수업으로 나뉘어 수
준별로 진행됩니다.

②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
일일체험 프로그램 내의 모든 수업은 100% 영어로만 진행됩니다.

③ 다양한 수업으로 구성
일일체험 프로그램은 수업형/체험형 프로그램, 영어뮤지컬/소극장 수업인 공연형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④ 시즌별로 변화되는 수업 내용
수업은 년간 2-3회 재구성되므로 시즌 별로 재방문 하셔도 새로운
내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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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형/체험형 프로그램 안내

수업형/체험형 선생님 소개
Patrick

Arthur

Patrick은 미국 출신으로 2009년부터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선임 교사로서, 학습에 대한 열
정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Arthur는 영국 출신이고, 2016년부터 학생들에
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연령
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교육 능력
이 뛰어나며 늘 친절한 미소로 학생들을 맞이합
니다

Julian

Alexander

Julian은 영국 런던 출신으로 2006년
부터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여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lex는 영국 출신이고, 2018년부터 학생들에게 영
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학생들과 소
통하는 것을 즐기며, 학생들의 관심사와 흥미를 파
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Sally

Mitchell

Sally는 영국 출신이며, 다양한 그래픽
을 활용한 혁신적인 영어 수업을 기획
합니다.

Mitchell은 영국 출신이고, 2017년부터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하며,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치부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명

Fun World – Tea Party

Kindy Drawing – Funny Face

주요내용

수업내용

Fun World 는 원어민 선생님과 소통하
며 일상 생활에서 쓰이는 영어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은 소
품을 가지고 수업이 진행되므로 보다 유
익하게 영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티파티를 할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티파티에 대해 배우고,
동물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준비
해 봅시다.

Kindy Drawing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색과 관련된 영어 표현들을 배우는 수업
입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색상을 영어로
표현하며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
다.

Kindy Music은 어린 아이들이 쉽게 이
해할 수 있는 이야기와 악기 연주를 통
해 음악의 기본을 배울 수 있는 수업입
니다.
Kindy Music – Don’t Stop
the Music Blurb

이 수업에서는 눈,코,입,귀 등 얼굴
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 말하게 됩
니다. 또한 우표(도장)을 가지고 행
복,슬픔,분노,피곤함 등 재미있는
얼굴 표정을 만들게 됩니다.

새로운 DJ 디블을 도와 음악 콘서
트를 준비해 봅시다. 여러분의 친
구 디블은 서로 다른 악기들에 대
해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
다.

정원

소요시간

20명

50분

40명

50분

40명

50분

초등부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명

Kidz Music – The Engines of Aria

주요내용

아이들은 음악 엔지니어 The Tuner
Kidz Music은 재미있는 활동과 체험을 를 따라 잃어버린 아리아 섬으로 여
통해 악기, 박자 등 음악과 관련된 다양 정을 떠납니다. 섬에서, 잃어버린 고
한 컨셉들에 대해 배우는 시간입니다.
대 아리아 음악과 하모니를 The
Tuner와 함께 찾아봅시다.

Creative Kids는 학생들이 재미있는 활
동과 만들기를 통해 영어를 배울 수 있
는 수업입니다.
Creative Kids –Meet Mousse

Kidz Play– Leo’s Spots

수업내용

무스는 다채로운 캐릭터이고, 학생들
은 그와 함께 색채와 관련된 다양한
장애물을 헤쳐 나갈 것입니다. 그 과
정에서 무스는 창의적 상상력이 얼마
나 중요한지 말해줄 것입니다.

표범의 마을, 레오와 친구들의 고향
Kidz Play는 재미있는 활동과 게임을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느 날 거
통해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수업입 대한 폭풍이 몰아쳐 레오와 친구들의
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른 친구 마을을 없애버렸습니다. 레오와 함께
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고, 타인과 표범 마을을 되찾기 위한 여러 가지
함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험을 해 보아요!

정원

소요시간

40명

50분

40명

50분

40명

50분

초등부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명

World Discovery –The
Gem collector

주요내용

수업내용

정원

소요시간

World Discovery는 영어로 다양한 나
라의 문화와 지리에 대해 배우는 수업
입니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세계
곳곳의 다양한 지역/명소에 대한 지식
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유진을 도와서 전 세계의
보석을 수집하게 됩니다. 6개의 대륙
을 여행하면서 숨겨진 보석들을 찾고,
그 기원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40명

50분

학생들은 판타지 세계에 갇혀 있는
영웅 대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학
생들은 여러가지 과학적인 사고를 통
해 대니가 이곳에서 빠져나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40명

50분

Kids science는 다양한 과학 지식을
영어로 배우고, 재미있는 이야기에 배
운 지식들을 활용해 보는 수업입니다.
Kids science – Science Get
me out of here

중/고등부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명

World Culture Game Show

주요내용

수업내용

정원

World Culture Game Show는 게임
형식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이 팀을 이
루어 다른 팀원들과 경쟁하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것입니다.

세계문화 게임 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각 팀별로 여러 나라의 문화에 관한
문제를 맞춰볼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풀며, 그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에 가장
많은 점수를 모은 팀이 이기게 됩니다. 어떤 팀
이 ‘What Happens Next’ 분야에서 이기게 될
지 알아봅시다!!

40명

Teen Science에서 학생들은 수업 시
간에 이야기, 활동 및 다양한 실험들
을 통해 과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상관측소의 새로운 멤버로서,
프로스트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도시 및 우
주의 날씨를 관찰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들을 영어로 표현
하며 교수님을 도와 위성을 고치고 날씨의
패턴을 알아냅니다.

Teen Science – Professor
frost and the weather station

Home Baking은 가족/친구들과 함께 영어
로 요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어휘
를 배울 수 있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며 즐
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이 수업은 안전상의 이유로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Home Baking - Scones

학생들은 주방 캐릭터들을 만나서 맛있
는 후식 '스콘'을 만들어 즐거운 파티 준
비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재료 이름과 요리도구
를 영어로 배울 수있고, 스스로 만든 후
식을 담을 상자도 꾸밀 것입니다.

소요시간

50분

40명

50분

30명

50분

체험형 프로그램
공공시설체험 프로그램 Changeup Town(체인지업타운) – 정원 60명/50분 소요
호텔, 경찰서 ,슈퍼마켓으로 구성된 체인지업타운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체험동 교실에서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와 함께 상황극을 하며, 실제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영어로 배우며 롤플레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호텔에서는 지배인, 경찰서에서는 경찰관, 슈퍼마켓에서는 점원이 되어 다른 친구
들과 역할 놀이를 하면서 실감나는 영어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Hotel”

“Police Station”

“Store”

* 수업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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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형 프로그램 안내

공연형 선생님(Edutainer) 소개
Ross

Damerius

영국 워번 출신으로 공연팀
의 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
니다. 취미는 풋볼이고 레
미제라블을 좋아합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으로 공연
팀의 세트제작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취미는 심리학이
고 라이온킹을 좋아합니다.

Lindsay

Rob

미국 오하이오 출신으로 공
연팀의 부반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취미는 요가이며
해밀턴을 좋아합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 출신으
로 공연팀의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취
미는 수영이며 스 온 디스
아일랜드를 좋아합니다.

Brianna

Stephen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공연팀의 안무/연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취미는 등산
이며 스위니 토드를 좋아합
니다.

오클라호마 출신으로 공연
팀의 작사/작곡을 맡고 있
습니다. 취미는 영화보기이
고 노트르담의 꼽추를 좋아
합니다.

Kathryn
미국 위스콘신 출신으로 공
연팀의 의상/연기지도 업
무를 맡고 있습니다.취미는
카약이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Lydia
영국 뉴캐슬 출신으로 공
연팀의 분장/작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취미는 독
서이며 컬러퍼플을 좋아합
니다.

영어뮤지컬(Robin hood)










프로그램 특징 : 100% 영미권 출신의 배우들로 구성된 공연팀이
재미있는 이야기에 노래, 율동을 접목시킨 영어뮤지컬을 선사함으
로서 영어를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상 : 전체관람가
소요시간 : 약 50분
정원 : 약 580명
장소 : 체인지업캠퍼스 콘서트홀(M05)
운영시간 : 수~금 11:00, 주말 11:00,14:00
줄거리 : 나쁜 왕자 ‘존’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아내를 찾고 있습니
다. 그래서 그는 스칼렛을 납치합니다! 이에 위대한 영웅 로빈후드
와 스칼렛의 언니이자 용감한 마리안은 서로 그녀를 구하려고 합
니다. 과연 둘 중에 누가 스칼렛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리안과 로빈후드가 함께 힘을 합쳐서 스칼렛이‘존’과 결
혼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 차기공연작 : 보물섬(19년 8월 open예정)

소극장공연(게임시어터-Level up)










프로그램 특징 : 연극/음악을 전공한 원어민 교사들이 시나리오,
음악, 의상, 세트 등을 기획하고 제작한 공연으로, 소극장 내에서
관객과 무대의 구분 없이 서로 소통하고 즐겁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공연식 수업입니다.
대상 : 유치부 ~ 초등부 (만 48개월 이상)
소요시간 : 약 45분
정원 : 50명
장소 : 체인지업캠퍼스 소극장(M08)
운영시간 : 수~일 13:00
줄거리 : kaida와 turtle은 최고의 비디오 게임 캐릭터입니다. 그들은 누구
보다도 많은 게임 점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악당 akuma가 그것을 훔
치고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이제 kaida와 turtle은 다시 처음부터 게임을 시
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kaida와 turtle이 악당 akuma를 물리치고 그들의 점
수를 다시 되찾도록 도와줍시다.
* 공연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및 신청방법
① 이용요금 (1인 기준 금액입니다.)
구분

프로그램

정상가격

할인가격(단체)

영어뮤지컬, 체험형 프로그램

10,000원

8,000원

일반 프로그램

8,000원

-

A 패키지

영어뮤지컬 + 프로그램 1개

18,000원

15,000원

B 패키지

영어뮤지컬 + 프로그램 2개

26,000원

21,000원

C 패키지

영어뮤지컬 + 프로그램 3개

34,000원

27,000원

프로그램

※ 단체할인은 20명 이상인 경우 적용 가능

②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https://www.gchangeupcampus.or.kr)
경로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교육신청 -> 단체신청 -> 신청하기

③ 문의
일일체험 단체접수 담당자 031-956-2000 / 1588-0554

참고사항







2018년 5월부터 체인지업캠퍼스 입장료는 무료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업 당일, 도착이 늦을 경우 수업 참여가 불가하므로 5분 전 도착을 부탁 드립니다.
필요하신 경우, 인솔 교사는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 교실 입장 부탁 드립니다.
인솔교사는 영어뮤지컬 관람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입장당일 단체의 인솔 교사는 매표소의 안내를 받으신 뒤 각자 자율적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별도 안내자 없음)









모든 프로그램은 정원 미달 시, 타 단체 및 개인과 합류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프로그램 참여시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확한 참여인원은 방문 10일전까지 통보 부탁 드립니다.
당일 참가 인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단체 할인이 불가합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진 촬영은 가능하나 수업 교재 및 내용은 촬영 불가입니다.
자유 시간 중 현수막이나 확성기 사용은 금지합니다.
점심식사는 체인지업캠퍼스 내 야외에 위치한 의자, 넓은 평상, 잔디밭 등에서 개인도시락을 드실 수 있
습니다. (단, 식사 장소는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 개인 돗자리는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체인지업캠퍼스 내 상업 시설 이용가능 합니다.
(Meister/햄버거 - 031-956-2229, Castel Nouvo/피자파스타 -031-956-2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