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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다문화학교 6월 몰입캠프 개요

2022. 5.



자연과 하나되다

Date 2022년 6월 5일(일) ~ 6월 6일(월), 1박2일

Attendee

Venue

• 1일차 : 서울식물원(서울강서구마곡동로 161)

• 2일차 : 아쿠아플라넷 63빌딩,  경복궁

• 숙소(하이서울유스호스텔, 서울영등포구영신로 200)

Title

1. 캠프개요

• 약 70명 이내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실내활동이 잦았던 상황에서 벗어나 실외활동중심의 ‘포스트 코로나‘ 체제로 나아가려고 함.

* 식물체험, 해양생물과 힐링하는시간을 갖고 언어권별 다양한 식물, 해양생물에 대해 국가별특징적인 생태계를 이해한다.

* 나아가식물, 해양생물 관찰을통해 얻은 영감으로 자신만의 시각과감정을 담아 창의적인 표현을 할수 있다. (나만의 엽서 만들기)

* 특별프로그램 : 문화재청궁궐 프로그램(수라간 시식공감 체험) 선발됨에 따라 전통과 역사, 음식문화를 느낀다. (30여 명)

- 수라간 시식공감

Theme

Program

1) 서울식물원 탐방 후미션 수행, 가드닝 수업및 반려 식물 식재 체험

2) 언어권별 국화/국목 및 관심있는 식물 소개하기 (한국어 / 이중언어) – 개별/팀 발표

3) 아쿠아플라넷 63 탐방 후해양생물 관찰 및 소감 작성하기 (한국어/이중언어) – 워크북 작성

4) 문화재단 궁궐 프로그램 : 수라간 시식공간체험 –저녁시간(17:30~21:00) 진행으로 가능 인원 지원자 30명으로 진행



시간 내용 장소 비고

~11:00
서울역, 고속터미널역(호남/경부), 용산역, 청량리 등

→ 서울식물원매표소

서울식물원매표소

집결

- 픽업 장소별 연구원, 멘토 배정(마곡나루역)

- 인솔자와함께 서울식물원집합

- 단체티 및 기념품 등 배부

11:00~12:00 (야외) 서울식물원주제정원 탐방 및 사진촬영 서울식물원
- 야외활동 (주제식물원)

- 1박2일 캠프 활동 워크북 제공

12:00~13:00 중식
서울식물원내

카페테리아
- 식단 추후 첨부(종교 및 알레르기 관련 내용 조사 후 반영 예정)

13:00~17:00 (온실-실내) 서울식물원탐방 및 워크북 활동 서울식물원

- 각종 워크북 미션(십자 낱말, 주요 식물 찾기 등)

- 캠프 주제에 관련 식물 찾기(활동)

- 언어권별사전 교육 자료를 활용한 국가별식물, 환경보호 등 활동

- 씨앗도서관체험

17:00~18:00 숙소 이동(지하철이용)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마곡나루역→ 영등포시장

- 연구원 및 멘토 언어권별 인솔(교통약자등 외대 차량 이동)

18:00~19:00 석식 및 체크인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식단 추후 첨부(종교 및 알레르기 관련 내용 조사 후 반영 예정)

19:00~20:30

식물 소개 및 언어권별국화/국목 소개

• (개인활동) 자기가관심있는식물소개

• (팀활동)언어권별국화/국목조사및소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다이아몬드홀]

- 5~6월 중 언어권별 코디네이터사전 촬영 영상 시청

: 나라별 국목/국화 소개 및 생태계 관련 이슈 정리

- 서울식물원탐방 및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발표 준비 진행

20:30~21:30 • 9개국이상의다른나라에대한식물, 국화, 국목학습 - 다양한 식물문화교육

21:30~ 하루돌아보기작성 및 취침

2. Time Table(1일차)



시간 내용 장소 비고

~09:00 기상 및 식사, 체크아웃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식단 추후 첨부(종교 및 알레르기 관련 내용 조사 후 반영 예정)

09:00~11:30 가드닝 수업 및 식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트리스타]

- 가드닝, 식집사, 식테크 등 최근 식물관련 내용 특강

- 나만의 화분 만들기 : 식재 체험

11:30~12:30 중식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식단 추후 첨부(종교 및 알레르기 관련 내용 조사 후 반영 예정)

12:30~13:30 아쿠아플라넷 63 이동 63스퀘어
- 영등포시장역→ 여의나루역 / 지하철, 언어권별 멘토 인솔

- 연구원 및 멘토 언어권별 인솔(교통약자등 외대 차량 이동)

13:30~15:30 아쿠아플라넷 63 탐방 및 체험 활동 아쿠아플라넷 63

- 단체 전망대및 아쿠아플라넷63 패키지 투어

- 아쿠아플라넷63 스탬프활동 및 자체 프로그램 진행

- 워크북 활동 및 쇼 관람

15:30~17:30 이동 및 해산 여의나루역 - 여의나루역→ 지역별 픽업 장소 이동(터미널, 지하철, 기차역 등)

17:30~21:00
한국문화재재단수라간 시식공감

(30명)
경복궁

- 수라간 시식공감종료 시간 이슈로 반드시학부모가픽업해줄수있는

경우에만참여가능

21:00~22:00 (수라간 시식공감참가학생) 집결 후 귀가

2. Time Table(2일차)

전 일정 여행자보험 가입 및 해산 후 학생 개인별 귀가 확인



3.교육프로그램_서울식물원(야외주제정원)

➢ 다양한 서식 환경에서 자라는 수많은 식물을 담고 있는 주제정원

➢ 계절마다 피고 지는 식물, 고향의 나무 20종, 백두산 박달나무 등

쉽게 만나기 어려운 식물을 살펴보고 테마별 활동



3.교육프로그램_서울식물원(온실)

➢ 세계 12개 도시 정원을 관람하고 지역, 기후에 따른 식물문화에

대한 체험 (베트남, 인도네시아 외 다른 국가)

➢ 주제별, 지역별, 기후별 등 다양한 주제에 맞는 식물 찾기 미션

➢ 십자 낱말 퍼즐 맞추기, 주제어 찾기 등 워크북 활동



3.교육프로그램_서울식물원(온실)

➢ 서울식물원 자료를 활용한 LG다문화학교

몰입캠프 워크북 제작 예정

➢ 국가별 국화, 식물문화 학습

➢ 서울식물원 탐방 시 엄마 아빠나라 식물

및 관심 식물 찾고 소개하기(한국어 + 

해당언어)



3.교육프로그램_서울식물원(씨앗도서관)

➢ 책처럼 씨앗을 대출 받아 재배한 후 수확한 씨앗을 반납하는

프로그램으로 1인 1개(종)의 씨앗 봉투 제공

➢ 이달의 씨앗, 씨앗 정보 등 학습

➢ 자원봉사, 씨앗 기부 등을 통해 씨앗보전의 중요성과 나눔에 대한

공감대 형성



3.교육프로그램_가드닝수업및식재체험

가드닝수업및식물식재

식물가방만들기

체험후기념품으로제공

몬스테라

수채화고무나무무늬홍콩야자



3.교육프로그램_아쿠아플라넷63

보호대상해양생물학습 + 한화해양생물연구센터연구및교육프로그램참여

아쿠아플라넷 63 탐방및관련프로그램참여



3.교육프로그램_아쿠아플라넷 63

➢ 아쿠아플라넷 63 자체 프로그램 및 미션

활동 체험

➢ 아쿠아쇼 관람 및 보호대상해양생물 관련

학습 및 실천 활동

➢ 63스카이전망대 탐방(패키지)



3.교육프로그램_한국문화재재단수라간체험(수라간시식공감)

➢ 한국문화재재단 힐링 프로젝트 경복궁 수라간의 특별프로그램 추첨(LG다문화학교 단체 30명)

➢ 명사가 들려주는 재밌는 이야기, 공연, 궁중음식 체험

➢ 17:00~21:00까지 진행되는 행사로 전체 캠프 참석자 중 종료 후, 반드시 부모님이 데리러 오는 학생

대상으로 진행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https://www.chf.or.kr/cms/content/view/225

https://www.chf.or.kr/cms/content/view/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