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KIS G9 해외 서비스러닝 트립 (네팔) 
 

기간: 2019년 3월 9일 -16일  

인솔 대표 교사: Mr. Scott Patterson (이메일: spatterson@kis.ac) 

참가비용: 학생 1인 $1890  

포함내역:  

 식사 비용 (6일 아침, 5일 점심, 7일 저녁 식사 및 여행중 안전한 물 제공) 

 출도착일 공항 픽업,  관광지 현지 교통비용 

 2개 국어 가능한  현지 여행 정문가, 네팔 등반 도우미, 보조 여행 가이드 및 주방 보조 

 단체 응급구조 상자 상시 준비 

 카트만두 내 위치한 래디슨 호텔, 트윈룸 숙박 예정 

 침낭, 자켓, 기념품 WYA 키트  를 포함 한 트레킹 패키지 

 일정 기간 내 전체 방문 장소 입장료 , 트레킹 허가증 

 개인 및 그룹 장비 운반을 위한 인건비 (보험 비용을 포함) 

 카트만두 지역 내 반일 관광 일정 전체 비용 

 단체 봉사활동 비용 (바이오 가스 개당 미국달러 $750)  

- 1 개 바이오 가스 : 15-25 학생 

- 2개 바이오 가스: 26-50 학생 

 

불포함 내역: 

 한국-네팔 국제선 항공료 

 비자 (필요시)* 

 여행자 보험 (필수)* 

 개인물품 (세탁, 해외로밍) 

 

Your Service learning Adventure 

네팔은 학생들의 인격형성기에서 변형 가능한 경험을 위해 가장 적합한 장소 중 하나 입니다. 

카트만두에 도착한 후, 학생들은 카트만우 골짜기의 분위기 있는 광장과 사찰들을 방문하고, 

힌두교와 불교의 가장 의미 있는 장소에 관광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카트만두에서 시파부리 

지역까지는 차로 약 2시간 이동하여, Thaprek마을에서 약 4시간 동안 하이킹을 하고, 이곳에서 

학생들은 네팔 현지 1-2 가정 내 부엌에 메탄가스 이용을 위한 바이오 가스 설치 봉사활동으로 

4일간 머무를 예정입니다. (참가 학생 규모에 따라 1-2개 제공 예정). 바이오 가스는 

산림파괴로부터 자연 보호와 깨끗하고 효율적인 가정 내 연료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기간 내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적용 하여, 팀으로서 활동 

및  친구들 및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독립심과 유연성을 기르고 네팔 

농촌지역 삶에 대한 진정한 학습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mailto:spatterson@kis.ac


여행일정 

1 일째 – 3 월 9 일, 토요일 

06:45-07:55 – 제주-김포 국내선 탑승 및 김포공항 도착하여 인천공항으로 이동 (버스 예약) 

13:25-18:05 – 인천-카트만두 국제선 탑승, 카트만두 공항 도착 후  WYA 담당자와 미팅 후, 

예약된 차량으로 호텔까지 이동 

숙박: 래디슨 호텔, 카트만두 

식사: 저녁 식사 포함 

2 일째– 3 월 10 일, 일요일 

오전 카트만두 시티 투어 참가 및 이후  여행 일정 소개 

숙박: 래디슨 호텔, 카트만두 

식사: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포함 

3 일 째 – 3 월 11 일, 월요일 

카트만두에서 예약된 개인 차량으로 시파부리 지역으로 이동 (약 2 시간 소요) 후 참가 

학생들이 바이오 가스 오븐 설치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Thaprek 지역에서 3 시간 정도 트레킹 

예정. 

숙박: 야영캠프 

식사: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포함 

4 일 째 – 3 월 12 일, 화요일 

오전 : 봉사활동 

오후 : 트레킹  

숙박: 야영캠프 

식사: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포함 

5 일째 – 3 월 13, 수요일: 종일 봉사활동 및 캠프 



6 일 째 – 3 월 14 일, 목요일: 종일 봉사활동 및 캠프 

7 일째 - 3 월 15 일, 금요일 : 오후까지 봉사활동 참가 및 카트만두 공항으로 이동 후, 네팔-인천 

비행기 탑승 (20:20 분 출발) 

8 일째 - 3 월 16 일, 토요일 : 

05:45 인천공항 도착 후, 김포공항으로 이동 (버스 예약) 

09:00-10:10 김포-제주 국내선 탑승 

학습 기대 효과 

• WYA와 함께하는 여행 경험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학생들은 현명하고 

능동적인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될 예정입니다.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협업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문화와 관습, 전통에 대한 진정한 교류 경험 

• 체험 활동은 학생들에게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때로는 친구들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가 되고, 팀원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체험 활동은 학생들의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 도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 자주적 행동은 학생들의 집단으로 행해진 개별적인 행동들이 차이점을 만들 수 있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가지게 합니다 

.  

 

학생들은 여태껏 자라온 나라와 아주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여러 장소들에서의 

모험을 즐기게 됩니다. 현지 삶의 많은 모습들은 학생들에게 낯설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이번 SLL 트립을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개인적인 신체적 어려움들과, 여행 조건들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험하고 울퉁불퉁한 도로와 불안정한 날씨)이를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은 유연하고 여유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험정신과 체험 활동 위주의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건강한 

유머감각과 예상 밖의 상황에 마주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일생의 모험을 경험하게 될 것 

입니다.  

 

WYA 는 어린 학생부터 젊은 성인까지 전 세계 탐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 어드벤처 

전문 탐험 기업입니다. 20 년 넘게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여행 경험을 제공해 



왔으며, 이 기간 동안 25 개 이상의 국가에서의 즐겁고 유익하며 모험적이고 안전한 수많은 

여행 프로그램을 제작해왔습니다. 만약 처음 해외 어드벤처 여행을 떠나는 학생이라면, WYA 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 첫발을 내딛는데 적합하며, 학생안전관리에 가장 우선순위를 둠으로서 

학부모님들의 만족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WYA 는 재정적으로 호주, 뉴질랜드, 북아메리카와 

영국으로부터 충분한 유대관계 및 재정적 보호장치를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위험관리기법에 대해 우수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WYA 와 함께 떠나는 여행을 통해 학생들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생각을 열고, 현지의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와 더불어 탐험할 여행지의 지속가능성과 환경을 보호 하게 됩니다. 

 

등록방법 

2019 네팔 SLL 트립 참가 등록 확정을 위해서는 아래의 WYA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11월 

23일까지 참가비용을 결제 해주셔야 합니다 (국내 및 국제선 항공료 결제 안내는 추후 예정).  

https://www.worldyouthadventures.com/private/RCGTJH 

 

2019 네팔 SLL 트립 문의사항 , 

이번 네팔 SLL 트립 관련 문의사항 있을 경우, KIS SLL 대표 교사MS. Kate Wilke (kwilke@kis.ac) 

혹은 네팔 인솔 대표 교사 Mr. Scott Patterson (이메일: spatterson@kis.ac)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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