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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곤 국제학교 스쿨링
School Immersion Program

개요

제목 내용

교육기관 파라곤 국제학교 Paragon International School

지역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기간
2023년 7월 22일 ~ 2023년 8월 19일 (4주)
*공휴일(또는 대체 공휴일)은 대안 프로그램으로 운영

참가연령 및 대상
연령 : 초등학교 2학년~중학교 3학년
대상 :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참가자

교육과정

국제학교 스쿨링 수업
방과 후 클럽활동(CCA)
Creative English Program (영어 보충 수업)
수학 선행 / 보충수업

비용
및

포함 내역

비용 - 510만원 (등록금 50만원 포함)

[포함내역] 

• 오리엔테이션 및 입학시험

• 유니폼(체육복 상하의 2벌 제공) 

• 식사(조식, 중식)

• 간식비, 수료증

• 야외 체험활동 (총6회)

[포함내역] 

• 왕복 항공권, 야외 체험활동 식비/간식비, 용돈 등

말레이시아 영어캠프 +싱가포르 체험활동

나이와 역량에 맞게 짜여진 수준 높은 국제학교 수업과 이를 통한 영어 사용 기회, 또래 외국

학생들과의 교류,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는 파라곤 스쿨링 캠프를 통해서만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국제학교에서 진행되는 스쿨링 프로그램 (정규수업에 100% 참여)

➢ 빠른 적응을 위한 버디배정 (버디는 각반의 반장 또는 선생님의 추천으로 배정)

➢ 수년간 스쿨링을 진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 한국인 관리자가 학교에 종일 상주하며 프로그램 운영 보조

➢ 프로그램 마지막날 수료식 행사



3

프로그램 일정
Program Itinerary

세부 일정

➢ 등하교 셔틀 탑승 시 한국인 인솔자가 함께 탑승

➢ 학교 도착 후 학생증을 찍고 강당에 모여 개별 강의실로 이동

➢ 수업 진행 중 한국인 관리자는 Admin office에 상주

(한국인 관리자는 학생들의 건강 문제, 의사소통 문제, 수업태도 및 학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교측의 요청에 따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 교내 활동은 배정된 버디와 함께하며 단기간에 프로그램 적응 유도

*    교내 행사 여건에 따라 세부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수업

첫 날

➢ 학교 도착

➢ 오리엔테이션 (by 교장 선생님, 국제교류 담당 선생님)

➢ 입학시험 (Proficiency Test)

➢ 학급 배정 및 수업 교재 전달

➢ 각 학급으로 이동 및 버디 배정

➢ 정규 수업 참여

둘째 날

이후

수업 일정

➢ 정규 수업 시간

월요일 ~ 목요일 08:00 ~ 14:00

금요일 - 08:00 ~ 12:30

➢ 방과 후 활동

➢ Co-Curricular 활동 : 디아블로, 태권도, 치어리딩, 스포츠스태킹 등

Creative English Program (영어 보충 수업)

➢ 아침식사 및 점심식사 (아침 식사 09:30~10:30 / 14:00~14:30)

➢ English Reading Program

➢ 수학 선행학습

수업

마지막 날

➢ 페어웰 파티

➢ 수료식 행사 In Auditorium

➢ 수료증 전달

➢ Sharing Session(버디와의 시간) / 선물 증정

➢ 단체 사진 촬영



말레이시아

6:30 기상, 세면

7:00 등교준비

7:20 스쿨버스 탑승

8:00
국제학교수업

( English, Science, Art, Lego, Physical Edu, Music, Cultural Exchange, History etc.)

09:30 아침식사

10:00
국제학교수업

( English, Science, Art, Lego, Physical Edu, Music, Cultural Exchange, History etc.)

14:00 점심식사

14:30 방과 후 CCA(클럽활동) 및 ESL영어회화

16:00 Supervised study / 수학 코칭

17:30 하교 및 개인정비

저녁식사18:00

19:00 영어일기 / 팀별 포토스토리

20:30 자유시간

21:30 취침준비

22:00 취침

프로그램 일정
Program Itinerary

프로그램 일정

SAT SUN MON TUE WED THUR FRI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인천출발 도착OT 국제학교 입학 국제학교수업 국제학교수업 국제학교수업 국제학교수업

싱가폴 도착 개인정비
방과 후 과외활

동
방과 후 과외활

동
방과 후 과외활

동
방과 후 과외활

동
방과 후 과외활

동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13일차 14차
싱가포르

체험활동

개인정비

팀별활동
국제학교수업 국제학교수업 국제학교수업 국제학교수업 국제학교수업

마리나베이

가든스바이더베
이

수영
방과 후 과외활

동
방과 후 과외활

동
방과 후 과외활

동
방과 후 과외활

동
방과 후 과외활

동

15일차 16일차 17일차 18일차 19일차 20일차 21일차

야외체험활동 주말체험활동 국제학교수업 국제학교수업 국제학교수업 국제학교수업 국제학교수업

반딧불이& 
풍등체험

원주민 마을 체
험활동

방과 후 과외활
동

방과 후 과외활
동

방과 후 과외활
동

방과 후 과외활
동

방과 후 과외활
동

22일차 23일차 24일차 25일차 26일차 27일차 28일차
싱가포르

체험활동
개인정비 국제학교수업 국제학교수업 국제학교수업

싱가포르

문화체험
인천도착

싱가포르

과학관
수영

방과 후 과외활
동

방과 후 과외활
동

수료식
Universal 

Studio

일일 스케쥴

*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프로그램
Overview

프로그램 운영

싱가포르 체험활동은 교실 수업의 연장이며 현지의 문화와 역사, 과학, 예술을 체험하고 영어에 대

한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입니다.

야외문화체험활동(Mission Impossible in SG)은 팀별 활동으로 운영되며 탐방지를 답사하고 미션

활동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여 학습과 재미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 당일 야외 체험 활동 내용을 주제로 하여 체험활동이 교육이 연장이 되도록 진행

➢ 체험활동간 영어선생님 동반 참여하며 팀단위로 진행

➢ 체험활동 일정 참고

➢ Gardens by the bay 

➢ Marina bay

체험활동 운영

➢ Science Centre

➢ Unversal Studio Sentosa



프로그램 특징
Program

특징

영어 캠프 동안 참가자는 영어 사용 환경에 완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MEC 스쿨링 프로그램은 국제 학교에서 공

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말레이시아의 일류 국제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듣게 되며, 그곳에서 국제학교의 교수법과 커리큘럼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출은 학생

들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해외 유학을 준비할 것입니다.

캠프 기간 잉글리시 미션과 싱가포르 투어는 참가자 간의 팀워크와 협업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임무

를 완수하기 위해 함께 일함으로써 참가자들은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하고, 작업을 위임하고, 서로를 지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학업, 문화 및 사회 활동의 조합을 통해 비판적 사고, 창의성, 적응력 및 리더십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도록 하며 참가자가 자신감과 자존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싱가포르 투어는 참가자들에게 실생활에서 자신의 언어 능력을 적용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기회를 제공하는

영어 캠프의 독특한 측면입니다. 투어 동안 참가자들은 팀으로 나뉘어 영어로 완료해야 하는 일련의 미션을 받

게 됩니다. 이러한 임무는 참가자들이 성공하기 위해 언어, 의사 소통 및 문제 해결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임

무는 또한 참가자들에게 싱가포르 문화, 역사 및 관광 명소의 다양한 측면을 소개하여 균형 잡힌 교육 경험을

제공합니다.

MEC 수쿨링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언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접하게 합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관습과 전통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
다. 이 문화 교류는 참가자들의 관점을 넓히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백미는 연수 마지막날 국제학교 학생들과 MEC 학생들이 서로 간의 장기를 뽐내고 문화를 공유하
는 행사이며 이를 통해 다양성을 축하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가자들은 다
양한 배경의 풍요로움을 감상하고 다양한 표현 형태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국제 학교 경험 International Schooling Experience

문화 교류 Cultural Exchange

팀별 활동 및 총체적 학습 경험 Team Building and Collaboratio

싱가포르 투어 및 영어 미션 Singapore Tour and English Missions

MEC CAMP만의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단기간 진행되는 영어캠프의 효과를 높이고 참가자의 어학습득에 대한

동기부여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선발되는 버디는 자원봉사자로 선발하여 수학 기간 동안 1대1로 캠프 참가자

의 학교생활 전반을 도와주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래 아이들의 버디 매칭은 학생들의 빠른 적응

과 영어활용 능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며, 캠프 종료 후에도 꾸준한 연락을 통해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1:1 버디 프로그램 1:1 Budd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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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곤 국제학교 커리큘럼
Curriculum Overview

교과과정 운영

➢ 영국식 캠브리지 IGCSE 교과과정과 싱가폴의 iPSLE 통합 교과 운영

(싱가폴 과정은 말레이시아 유일)

➢ 수학, 과학은 Discovery Science 및 Discovery Mathematics를 적용한 학습자 중심의 심화교육

➢ 국제학교 반별 학생수는 20명 전후로 최대 25명까지 배정

➢ 교과목 가운데는 중국어/말레이어가 일부 포함되며,단기 프로그램 참가자는 기초과정으로 진행

➢ 반 배정은 첫날 테스트 결과 , 연령 등을 포함한 여건에 따라 동일 학년 또는 한 학년 낮춰 배정

➢ 학년별 교과 과목은 하단 내용 참조

International School Lower Primary (Y1~Y3)

주요 교과목 English,    Mathematics,    Science

일반 교과목

ICT    /    Humanities (History & Geography)
Music    /    Physical Education    /    Visual Art
IPC (International Primary Curriculum)
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 (PSHE)

언어
(Compulsory)

Chinese Language (Elementary  /  Normal)
Malay Language (Elementary  /  Normal)

심화 교과목
Discovery Science    /    Global Perspectives
Discovery Mathematics

International School Upper Primary (Y4~Y6)

주요 교과목 English,    Mathematics,    Science

일반 교과목

ICT    /    Humanities (History & Geography)
Music    /    Physical Education    /    Visual Art
Home Economics(Design & Technology, Culinary, Sewing)
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 (PSHE)

언어
(Compulsory)

Chinese Language (Elementary  /  Normal)
Malay Language (Elementary  /  Normal)

심화 교과목
Discovery Science    /    Global Perspectives
Discovery Mathematics

International School Lower Secondary (Y7~Y9)

주요 교과목 English,    Mathematics,    Science

일반 교과목

ICT    /    Humanities (History & Geography)
Music    /    Physical Education    /    Visual Art
Home Economics(Design & Technology, Culinary, Sewing)
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 (PSHE)

언어
(Compulsory)

Chinese Language (Elementary  /  Normal)
Malay Language (Elementary  /  Normal)

심화 교과목
Discovery Science    /    Global Perspectives
Discovery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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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곤 국제학교 방과후 활
동Co- Curricular Activities

방과 후 활동

➢ 방과 후 활동은 14:30 ~ 16:00까지 운영

➢ 주요 활용 내용 :  

활쏘기, 디아블로, 태권도, 치어리딩, 스포츠스태킹 등

Creative English Program (영어 보충 수업)

➢ 매주 3일은 클럽(CCA) 활동, 2일은 CEP(영어보충수업) 과정으로 운영

* 방과 후 활동은 학교 일정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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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곤 국제학교 커리큘럼
Curriculum Overview

주요 가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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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곤 국제학교 학교시설
Campus Facilities

Campus Facilities

➢ 수영장

➢ 도서관

➢ 아트 디자인 센터

➢ 오티토리움

➢ 카페테리아

➢ 컴퓨터 랩실

➢ 상담실

➢ 댄스 스튜디오

➢ 디자인 &테크놀로지 룸

➢ I- Classroom

➢ 미디어룸

➢ 강당 (체육시설)

➢ 루프탑 가든

➢ 과학 실험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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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곤 국제학교 학교시설
Campus Facilities

Campu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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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투어 그룹 활동 사
진Group Photos

참가자 활동 사진

미술수업 쉬는시간

버디와함께 점심시간

반별단체사진 문화교류활동

수료식 수료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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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

교육과정

Q1. 스쿨링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일반 캠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스쿨링 프로그램이란 국제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반 편성이 되어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며 , 일반 캠프는 단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또는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Q2. 반 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첫 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며, 시험결과와 나이를 감안하여 반 편성이 진행됩니다.
통상 또래 학년 내지는 한 학년 정도 낮은 반에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한 반 정원은 얼마나 되나요? 
국제학교 정원은 25명이며 코로나 기간 20명 전후로 운영되었습니다.

Q4. 버디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모범학생으로 선발되는 버디는 스쿨링 기간 동안 1대1로 단기 참가자들의 수업과 교내 활동
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또래 아이들의 버디 매칭은 학생들의 빠른 적응과 영어
활용 능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며, 캠프 종료 후 에도 꾸준한 연락을 통해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5. 수업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수업 내용의 난이도는 한국과 별 차이가 없으나 수업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필수입니
다.
파라곤의 스쿨링 프로그램은 또래 국제학교 학생들을 버디로 짝지어 교내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적응이 수월하며 저학년일수록 더욱 유리합니다. 

Q6. 등교시 교복을 착용하나요?
교내 활동을 위해서 학교에서 상하의 각 두벌 씩 체육복을 제공하며 이를 착용하고 학교에 등교하며 체
육복 구매에 관한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Q8.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식사는 오전 9시반에 조식, 오후 2시에 중식이 국제학교 학생들과 동일한 식단으로 제공 됩니다. 
식단은 매일 바뀌며 매번 다양한 메뉴를 아이들이 직접 선택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학생증에 5
만원 상당의 용돈을 충전하여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음료와 빵 등을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석식은 한식으로 제공됩니다.

Q9. 수업시간에 다툼이나 방해되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2차 경고 후 문제가 지속되거나 기존의 학생들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규학생과 마찬
가지로 Warning Letter가 발송되며 퇴소 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Q10. 기숙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기숙사는 2인실 또는 3인실로 배정되며 한국인 인솔자가 함께 상주하며 학생들을 관리합니다.

Q11. 교내 프로그램 운영 시 한국인 관리자가 있나요?
파라곤 국제학교의 스쿨링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MEC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학교의 ADMIN 
사무실에 별도의 공간을 제공받아 상주하며, 학교의 요청이 있을 시 학생 관리 업무를 보조합니다.

Q12. 싱가포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문화 탐험 미션은 문화 체험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세계에 대한 시야와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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