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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 UP 리더십 캠프
안내문

NETWORK
SERVICE

마인드 UP 캠프 www.mindupcamp.com

| 운영 개요

⚫ 프로그램 개요
1) 일 정 : 2019년 8월 5일(월) ~ 9일(금), 4박5일
2) 장 소 : 청호인재개발원(화성)
3) 대 상 : 초등학교 3~6학년, 40명
4) 참가비용
- 구청 지원 30만원 + 자비부담 20만원
- 동주민센터 추천 학생 : 전액 구청 지원

⚫ 운영목표
마인드 UP 리더십캠프는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서 자신의 삶에서 주체적인 리더가
되고, 자신이 속한 집단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기대효과
1) 통찰을 통해 자기관리역량을 향상할 수 있다.
2) 긍정적인 마인드 형성으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다.

3) 타인과의 관계능력을 기를 수 있다.
4) 발표력 및 자기 표현력을 향상할 수 있다.

⚫ 운영 방침
1) 기상, 취침 지도 및 보건관리 멘토 배치
2) 학년 및 성별에 따라 담당 멘토 배정
3) 용돈은 각자 관리(용돈은 많이 가져오지 않도록 합니다.)
4) 속옷, 양말 등은 개인이 손빨래하고, 겉옷은 1회 수거하여 세탁
5) 효율적인 캠프 진행을 위해 면회금지 및 핸드폰은 2일차부터 정해진 시간
(저녁식사 시간)에만 지급
6) 숙소배정 : 남녀 구분하여 1실 6명 배정
7) 1일 2회 간식 지급
8) 캠프티 지급
9) 보험가입

| 프로그램 일정

| 프로그램 내용

신나는 체험활동

⚫ 추진 방침
1) 토의, 발표, 놀이,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
2) 모둠과 팀 중심의 활동으로 자연스런 팀워크 형성
3) 강의식 수업이 아닌 전문 교육팀의 모둠 별 팀 코칭
4)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체험활동

⚫ ICE HOUSE
• 국제규격의 실내 아이스링크와 넓은 실내공간 속 대여실, 용품점, 매점, 식당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 주소 : 수원시 권선구 탑동 512번지

⚫ 준비물
기본적인 세면도구, 칫솔, 치약, 비누, 샴푸
수건 1장, 머리 빗 등

여벌 옷 3~4벌, 속옷 4~5벌, 양말
슬리퍼(숙소동에서 필요함),

방수바지 또는 긴 바지, 따뜻한 점퍼, 장갑
양말 2켤레, 작은 배낭

※ 여름이라도 스케이트장 실내기온이 낮아 얇은 옷을 입으면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꼭! 따뜻한 옷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캠프장 안내

⚫ 청호인재개발원 위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마당바위로 135-21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914-2
Tel. 031-354-1270

⚫ 시설안내

<강의실>

<숙소>

<식당>

<운동장>

| Website : www.mindupcamp.com
| 대표번호 : 1577-3132

| Fax : 070-8299-0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