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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OVERVIEW

OUTLINE OF EVENTS FOR THE DAY

Schedule:

4 JUNE

9:00am -12:00pm Workshop 20 min break

12:00 -1:00pm Lunch

1:00 -2:00pm Tour of school

Snacks and Lunch provided

UPCOMING EVENTS 

JULY 25 - AUGUS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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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nslie House

02 Shin Saimdang House

03 Wellness Center

04 Sherbourne House

07 Upper Junior Pod

05 Seondeok House

06 Lower Junior Pod

08 Middle School Pod

09 STEM V Center

10 School Center

11 Welcome Garden

12 Center for Learning

13 Performing Arts Center

SCHOOL MAP

Making discrete connections 
between what was learned in 
the workshop and what we do 
as part of our teaching practice.

브랭섬홀 아시아에서 새로이 “Design Thinking 워크샵”이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행사는 관심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여 디자인, 메이킹, 크리에이팅(?)을 체험해보는 행사입니다.

행사에 참여하시면 브랭섬홀 아시아에서 어떻게 IB 커리큘럼을 각각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의 현장에 도입하고 있는
지 직접 보고 느껴보십시오. 브랭섬홀 아시아의 교사진들의 지도 아래 저희가 어떻게 최신의 언어 학습 방법과 질의응답법 
그리고 학습 접근법을 교육 과정에 통합하여 반영하고 있는지를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과 배움, 창의와 반영, 그리고 즐거움이 함께하는 오전시간에 참여하시어 브랭섬홀 아시아에서의 전형적인 하루를 느
껴보십시오!

브랭섬홀아시아(Branksome Hall Asia)

는 미술, 체육 및 영어집중교육과정을 

포함한 2016 섬머시리즈에대해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섬머시리즈 

여름캠프는 창의적 활동을 시도해보는 

기회가 될 뿐만아니라 새로운 생각 및 

아이디어를 직접 체험해보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를 탐구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마친 여름캠프를 

기반으로, 2016년 프로그램은 다양한 

체육과목이 추가되었으며, 미술, 디자인, 

음악, 공연/드라마 분야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2016년 섬머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 미술, 음악, 스포츠, 영상 제작 및 드라마/공연 등 20개 이상의 과목 개설

미술: 그림, 조각, 섬유공예, 인쇄/프린팅, Makerspace(창작/제작 활동)
드라마/공연 및 영상: 드라마, 영상 제작,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발레 및 무용
스포츠: 농구, 축구, 수영, 배드민턴, 배구, 골프
음악: 오케스트라, 음악 수업

소규모 수업: 각 반의 정원은 15명 내외로, 개별적 지도 및 직접적 체험 가능

참가자 희망 과목 선택: 참가자가 원하는 수업 선택 가능. 브랭섬홀아시아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통해 참가자가 원하는 과목 선택이 가능함. 그러나 각 과목 별 정원제한으로 
인해 과목 선택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기 등록 권장

세계적 수준의 교사진: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수업은 브랭섬홀아시아 IB 
교사진이 참여하여 수업 진행. 이 외에, 학생들은 전문 영상제작자, 체육코치 및 현재 활동 
중인 아티스트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전문분야 수강 가능. 또한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영어에 능통한 인턴들이 수업 보조 및 지원

세계적 수준의 시설: 브랭섬홀아시아는 올림픽대회 수준의 수영장, 무용 연습실, 넓은 
미술실 및 조형물 제작실, 비디오 및 오디오 녹화 스튜디오, 디지털 디자인실, 음악콘서트홀 
및 공연장 등의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참가자는 이러한 모든 시설 이용 가능

기타 특징: 점심, 간식 및 모든 미술 재료는 참가비에 포함

참가 신청을 원하실 경우,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열리는 
웹사이트에서 참가신청를 하세요. 

참가 신청을 원하실 경우,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열리는 웹사이트에서 
참가신청를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