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TLBU SUMMER
“B” ENGLISH CAMP『입소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TLBU 국제교육원에서 여름캠프 입소 관련하여
부모님께 간단한 안내를 드리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궁금한 점은 꼭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캠프기간
2012 년 8 월 12 일(일) ~ 8 월 25 일(토)까지 (2 주간 합숙)

2. 입소행사
1) 본관 2 층 에서 접수 및 방 배정을 받은 후, 학생들은 간단히 짐을 정리하고 본관 4 층
에서 입소행사에 참여합니다.

2) 행사 당일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부모님들의 기숙사 출입이 통제되며, 부모님들께서는
접수 후 곧바로 본관 4 층에서의 입소행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간 : 2012 년 8 월 12 일 (일) 오후 2 시 30 분
(1 시 30 분 부터 입소 가능)

-

접 수 : 본관 입구 (건물 2 층로비)
일

정

시간

내용

장소

오후 1:30 ~ 2:30

접수 및 기숙사 방 배정

본관 2 층 입구

오후 2:30 ~ 3:30

입소식

본관 4 층

오후 3:30 ~ 4:20

학부모 상담

본관 4 층

※ 기숙사 방 배정은 나이 및 학년을 고려하여 ISI 임의대로 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꼭 같이 있어야 하는 가족 친척 및 친구들은 캠프 전에 미리 교육원으로 전화
문의바랍니다.

(캠프시작 후는 특별한 사정 없이 방을 바꿀 수 없습니다.)

3. 수료행사
1) 시간 : 2012 년 8 월 25 일 (일) 10:00
2) 장소 : 본관 4 층 대강당
3) 일정
시간

내용

장소

오전 10:00

수료행사

본관 4 층

오전 11:00

개별퇴소

4. 우리 아이들과의 연락 :

전화통화, 홈페이지를 통한 편지 발송

1) 캠프기간 중 전화통화
-

학생들의 전화는 수신자 부담 전화기를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일주일이
지난 후, 주말에 정해진 시간대(추후 공지)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휴대폰 설정에
따라 수신자 부담 전화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학생들이 전화하기 이전에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의 캠프 환경 적응을 위해 캠프시작 후 첫 일주일 간 전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전화 시간은 입소후 국제교육원 홈페이지 (www.tlbuisi.ac.kr)에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부모님들께서도 영어로 통화하시기를 바랍니다.

-

학생들이 전화하는 시간대에 전화 받기가 곤란하신 학부모님께서는 전화가 가능한
시간대를 국제교육원에 미리 알려 주시면 학생이 그 시간대에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 홈페이지를 통한 편지 발송
홈페이지 (www.tlbuisi.ac.kr) 에서 로그인 후, 캠프선택 후 Go 를 눌러서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좌측의‘편지보내기’를 클릭하시고 작성하시면 편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FAQ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은 당일 저녁에 일괄 출력하여 캠프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 홈페이지의 편지 보내기를 통해서만 메일이 전달 가능하며, 캠프 담당자의 이메일로 보내실
경우 전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캠프 중에 2 ~ 4회 정도 Room Teacher 가 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해 간략히 학부모님 email로 발송해 드립니다. Daum 메일 (**.hanmail.net) 으로 알려주신 분은 메일 수신과 관
련하여 수시로 Spam 메일 보관함을 확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홈페이지에 학생 동영상 및 사진 매일 업로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녀분들의 모습을 동영상과 사진을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 트래픽이 폭주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보시면 보실 수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다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몰

4) 학생방문 자제요청

- 캠프기간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모 면회, 외출은 없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 준비물
1) 세면도구 : 치약, 칫솔, 수건 4~5장 정도, 비누, 샴푸, 린스 등

2) 의복류
- 샌들/실내화/ (실내용)

: 슬리퍼 불가 (계단이나 복도에서 미끄럼 방지)

샌들(발목을 조이는 끈이 있는것), 운동화 (2켤레), 평상복 (4~5일 분량),속옷 (4~5일 분량) ,
양말(4~5일 분량), 모자, 우비, 손목시계
- 여름이라 땀을 많이 흘리게 되니 갈아입을 옷을 넉넉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의류는 학교 내 세탁실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세탁할 예정이며, 속옷과 양말은 인성교육
차원에서 직접 Room Teacher 지도 하에 학생이 직접 세탁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단, 저
학년의 경우 속옷 및 양말도 일괄 세탁합니다.)

- 세탁 시 옷이 뒤섞여 분실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수건과 의복에 이름을 명기해주세요.
- 신발은 3켤레 (샌들 또는 실내화, 운동화 기본 2켤레) 정도 여유 있게 준비하여 주시되,
지나치게 비싸거나 유명브랜드를 말고 막 신을 수 있는 신발로 준비 해주 세요.
- 물세탁 후 건조시 뜨거운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니트 등 드라이클리닝이 요구되는 의복은
세탁시 옷의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준비 바랍니다.
※ 옷감이 손상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법 교육 수업관련 의복 안내 (TLBU court Global Conference, World and Law)
법교육 수업 중에 입을 단정한 의복이 필요합니다. 하얀 색상의 셔츠, 타이, 재킷
긴바지 혹은 치마 (검정, 회색, 곤색, 베이지 등등)
※ 나중에 택배로 보내는 등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 꼭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문구류
영한 or 한영사전 (필수. 전자사전 불가), 필기도구, 칼라 연필세트(필수! 꼭!! 준비해주세요),
개인노트, 형광펜, 일기장, 클리어 파일(20~30입) 1개, 작은 책가방 (필기도구 및 개인 소지
품 소지용), 손톱깎이, 스케치북 (8절), 크레파스, 딱풀, 가위 등
※ 전자사전 및 어떠한 종류의 전자기기도 분실 및 학습방해 때문에 금지합니다.

5) 기타 준비물

-

개인 특수 의약품 (아토피성 피부염, 기타 특이체질용 약품)

-

개인 도서 및 자습서 (필요한 경우)

-

개인 물컵 및 물병

-

개인 손수건 (2 ~ 3장)

-

잠자리채, 곤충채집통 (매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바르는 모기약, 선크림

6) 반명함판 사진 2매
뒷면에 학교, 학년, 이름을 기재한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입소식 날 접수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교육원 학생대장과 각반 담임선생님들의 출석부에 필요합니다.

◈ 모든 개인의류와 소지품에 학생이름을 표기해주십시오.
분실물은 국제교육원 앞 Lost & Found 상자에 보관합니다. 고가의 물건(전자사전, 게임기,
반지, 목걸이, 현금, 휴대폰 등)은 분실 및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필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캠프 학생의 휴대폰 소지는 불가하며, 강제퇴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숙사 구비 물품:

침구세트, 청소도구, 세탁비누, 화장지, 냉온수기, 구급약(보건실)

6. 매점이용 및 병원진료비사용 안내

매점비 - TLBU 국제교육원에서는 매점사용과 개인 병원진료비, 우편발송 등에 대해
현금분실의 우려를 피하기 위하여 캠프 학생들의 개인용돈을 일괄적으로 적립 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은 매점비는 학생들에게 퇴소일에 현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병원진료 - 캠프기간 동안 진료가 필요한 경우 캠프와 가까운 명지병원, 동국대 병원등을
이용하게 되며, 진료비(약 조제비 포함)는 적립하여 주신 매점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용돈 입금 → 확인 후 개인 바코드 입력 → 입소식 당일 바코드표 교부
→ 매점사용 및 개인 병원 진료 시 사용(차감형식) → 사용 후 부족한 경우 추가입금
가능(용돈은 평균적으로 총 5 ~ 10 만원 내외가 적당합니다)
※

현금을 쓰지 않다보니 학생들이 돈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입금하여
주시는 경우가 학생이 계획적으로 돈을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에게 캠프전에 얼마씩
입금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입금자 성명은 반드시 학생이름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명이인일경우를
대비하여 성명과 학년을 표기하여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입금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입금자성명 :홍길동초3

◈ 매점비는 입소 당일 접수처에서 현금으로 제출 해 주셔도 됩니다.
TLBU 매점 : Tel 031-960-1033
매점비 입금계좌 : 외환은행 630 – 005677 – 711 이상규(티엘비유매점)

7. 생일파티
캠프기간

중

생일이

있는

학생에게

반학생들과의

생일파티가

열립니다.

생일파티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국제교육원에 학생의 생일날짜와 파티희망의사를 알려주시고,
생일파티 금액(케이크 - 25,000 원, 과자 및 음료수 – 15,000 원) 총 4 만원의 금액을
학생 매점비에 함께 적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려주시지 않을 경우 누락의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 교육원
031-960-1111~3 (원장님 상담: 031-960-1141,1122)
FAX

031-964-7196

☞ www.tlbuisi.ac.kr → Community → Q&A

※ 전화 통화는 업무시간 (아침 9시부터 ~ 저녁 6시) 에 가능합니다.
비상통화는 밤에도 가능하지만 비상응급상황을 위해 이용을 자제 바랍니다.

 국제교육원(본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300 번지 국제법률경영대학원
국제교육원 (우: 421-751)

 학생들에게 전달 물품이 있으실 경우에 택배를 통해 국제교육원에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캠프 학생들에게 소포를 보내주실 때에는 반드시 참가 캠프명, 학교, 학년,
학생이름 및 캠프 반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자류는 전달이 되지 않으며 택배 도착시
착불로 다시 반송하게 됩니다. 또한 소지하고 입소시에도 교육원에서 압수하게 됩니다.
*간혹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낸 간식이라던가, 생일이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간식을
학생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반 친구들과 선생님 몫(12~14 명) 까지 준비해주시면 간식시간에 전달하여 반
친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게 하고,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드리겠습니다.
★☆★☆★ 캠프입소식 날 ☆★☆★☆
반명함판 사진 2 매(뒷면에 학교, 학년, 이름 기재)와 동봉된 서약서, 학생정보,
약물복용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에서 곧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