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전국고교여름방송캠프 
    떠나자 ! 우리만의 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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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정보및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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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행사명 2014 전국 고교 여름방송캠프 

장소 강원도 웰리힐리파크  

대상 전국고등학생  

일시 2014년 08월06일(수)~08월08일(금) 2박3일 

 
 
 

> 준비물 

여벌 옷 2박 3일간 갈아입을 속옷,양말,실내복 등  

세면도구 치약,칫솔,비누,샴푸,타올,로션 등 

구급약품 대부분 캠프에서 준비하나 개인적으로 필요한것 은 각자준비 
 (천식약등 사전에준비요망)  

 
 
 
 
 

> 출발정보 

집결 집결장소를 서울 잠실로 선택한 경우  

장소 2호선 종합운동장 역 6번 출구 ( 안내STAFF 따라 이동) 

일시 
 

08월 06일 12 시까지 집결 ( 늦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점심식사 가 제공 되지않으니 식사 후 참여 부탁 드립니다.)  

집결 집결장소를 강원 원주로 선택한 경우  

장소  
일시 

강원도 원주시  단계 동   원주버스 터미널(  13시까지 집결 )  안내STAFF 표지판 확인
인솔  

집결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시00분까지 터미널로 집결)  



  집결지안내(서울 2호선 종합운동장역 6번출구) 

집결지 

6번출구 
잠실야구장 

잠실종합운동장 

2호선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하차 후 STAFF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시면 됩니다.(도보 10분
내외) 

08월 06일 오전 12시 까지 모여주세요 2호선 종합운동장역 6번출구 



   2. 프로그램 

2-1. 전체일정  ( 상기 일정은 현장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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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월 06일 (수) 캠프 1일차  

시간 

일정 

방송영상 팀 공연 예술 음악 팀 

12:00~14:30 잠실주경지장> 강원도 웰리힐리파크 (차량이동)   

15:30~16:00 입소식-방송캠프 일정 및 커리큘럼소개 

16:00~17:00 행사 안전수칙및  숙소 배정안내 

17:30~19:00 저녁식사 

19:00~21:00 한예진 재학생 공연및 축하공연  (실용음악,실용무용,연기) 

21:00 ~ 21:30 숙소이동 장기자랑 연습 2일날 장기관련 공지등 staff 과의 시간  

22:00~ 숙소 이동 및 계열별 미팅 (간식배정) 

24:00~ 야간 순찰 시작 



   2. 프로그램 

2-1. 전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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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월 07일 (목) 캠프 2일차  

시간 
일정 

영상 상영 팀 공연 예술 음악 팀 

08:00~ 라온 스텝 기상 및 스텐바이 

09:00 학생 및 인솔스텝 기상 

09:00~10:00 아침 식사 

10:00~12:30 계열별 프로그램 (교육) 

12:30~13:30 점심시간 

13:40~14::40 레크레이션 미션9  

15~17시 계열별  프로그램진행  

17:00~18:30 저녁식사 및 강당이동( 리허설진행) 

18:00~19:00 영상 편집 및 교육 공연예술팀 참가자 공연리허설 

19:00~21:00 참가자 공연 및 레크레이션-쇼미더장기 (강당) 

21:30~23:30 계열별 자유시간 (교수님,재학생 만남) 

23:30~ 학생 및 인솔스텝 취침/라온 스텝 뒷정리 

24:00 야간순찰 시작 



   2. 프로그램 

2-1. 전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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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월 8일 (금) 캠프 3일차  

시간 
일정 

방송영상 팀 공연, 예술,음악 팀 

08:00 스텝 기상 및 스탠바이 

09:00 학생 및 인솔스텝 기상  

09:00~10:00 아침식사  

10:00~11:00 퇴소식 및 기념촬영 시간  

11:00 출발 예정 

12:00 인솔 스텝 본교 출발 

13:30~ 스텝 본교 출발 

( 상기 일정은 현장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