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day July 25 to Friday August 5
BRANKSOME HALL ASIA

INTERNATIONAL SCHOOL FOR GIRLS

Branksome Hall Asia Prep
Preparing your child to excel at Branksome Hall Asia

http://branksome.asia


To register for our program, please use this form.
For more details about the program, click here.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irect them to:

Mr. Aidan Hammond
aidanhammond@branksome.asia
Summer Series Co-ordinator

Ms. Kassandra Rieck
kassandrarieck@branksome.asia
Branksome Hall Asia Prep Co-ord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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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ummer, Branksome Hall Asia, is offering the 2016 Summer Series, an intensive program of Academics, Arts, 
Athletics, and Music. Our Summer Series program is taught by Branksome Hall Asia teachers, as well as specialists in 
their field: we have professional coaches, artists, and film-makers who will also be working with us. Running from July 25 
to August 5, this year’s Summer Series promises to be an amazing experience for all.

One part of the Summer Series is a program called Branksome Hall Asia Prep. This has been specifically designed 
for Branksome HallAsia girls who are completing language acquisition in the PYP and MYP to enable them to thrive 
academically, as well as develop their language proficiency.  Students meet twice a day for classes that focus on language  
enrichment and academic skills. For the other two lessons, students choose from a range of arts, athletics, or music 
options. 

Branksome Hall Asia Prep
July 25th to August 5th

Courses:
●	 PYP	5	Prep	(for	Grade	5s)
●	 MYP	Prep	(for	Grade	6s)
●	 BHA	Prep	(for	Grade	7s,	8s,	&	9s)
●	 Personal	Project	Prep	(for	Grade	10s)

We believe the academic rigor combined with the variety we 
offer in our Summer Series will make for a meaningful and 
exciting experience. We have pre-registered your daughter in 
this program and we highly recommend she attend. We will be 
sending registration information shortly. If your daughter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the Branksome Hall Asia Prep program and 
the Summer Series, please complete the registration and forward 
payment. Spaces are limited, so register early to secure a position 
in this excit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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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 브랭섬홀아시아에서는 미술, 체육, 음악뿐만 아니라 언어집중교육과정을 포함한 2016 섬머시리즈를 개최합니다. Branksome 
Hall Asia 현직 교사뿐만 아니라 전문 체육 코치, 전문 작가/예술가 및 영상제작 전문가 등이 본 프로그램에는 참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섬머시리즈는 좀 더 뜻 깊은 경험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섬머시리즈 프로그램에 Branksome Hall Asia 준비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Branksome Hall Asia 준비과정은 특히 MYP 언어습득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Branksome Hall Asia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프로그램으로서, 본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 역량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본 수업은 하루 두 번 진행되며, 수업 시간에는 언어를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고, 학습 시 필요한 지식 및 방법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그 외 미술, 체육, 음악 코스 중 두 과목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여기를 클릭하세요. 섬머시리즈에서 제공하는 다양성과 집중 언어코스를 통해 참가자들에게는 뜻 깊고 유쾌한 경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Courses:
●	 PYP	5	Prep	(for	Grade	5s)
●	 MYP	Prep	(for	Grade	6s)
●	 BHA	Prep	(for	Grade	7s,	8s,	&	9s)
●	 Personal	Project	Prep	(for	Grade	10s)

현재 Branksome Hall Asia 재학생에게만 사전 등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곧 등록신청 안내정보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자녀가 Branksome 
Hall Asia 준비과정 및 섬머시리즈 참여를 원하신다면, 신청서 작성 후, 
참가비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제한이 있으므로, 참여를 원하실 
경우 조속히 참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을 원하실 경우, 여기를 클릭하세요. 

섬머시리즈 관련 질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섬머시리즈 코디네이터 
Aidan Hammond: aidanhammond@branksome.asia
에게로 문의하시기 를 바라며 

Branksme Hall Asia 준비과정 문의 사항은, 담당 
코디네이터 

Kassandra Rieck:kassandrarieck@branksome.asia 
에게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a/branksome.asia/forms/d/1GMbEVWst8w3o0zTI943_eZ7O--WV5hA49_O1tkthDco/viewform
https://bhasummerseries2016.sched.org
mailto:aidanhammond%40branksome.asia%20?subject=Summer%20Series%20-%20Branksome%20hall%20Asia%20prep
mailto:kassandrarieck%40branksome.asia?subject=Summer%20Series%20-%20Branksome%20Hall%20Asia%20Prep
https://docs.google.com/a/branksome.asia/forms/d/1GMbEVWst8w3o0zTI943_eZ7O--WV5hA49_O1tkthDco/viewform
https://bhasummerseries2016.sched.org
mailto:aidanhammond%40branksome.asia?subject=Summer%20Series%20-%20Branksome%20hall%20Asia%20Prep
mailto:kassandrarieck%40branksome.asia?subject=Summer%20Series%20-%20Branksome%20Hall%20Asia%20P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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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P5 Prep
For	students	entering	Grade	5	for	the	2016-17	Academic	Year

PYP 5 Prep focuses on preparing incoming Grade Five students for the PYP Exhibition. Students participate in a model 
unit of inquiry, and along the way, learn the skills necessary to succeed in the Exhibition.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course can also expect to be leaders and mentors to their peers in the upcoming year by sharing their knowledge and 
helping to up-skill the 2016-17 class.

The	PYP	5	Prep	class	will	be	taught	by	Marissa	Archie,	
a	Grade	Five	teacher	in	the	PYP	Program.	The	class	
will	meet	 twice	a	day	 (2hrs	40min	 total).	 Students	
in	the	PYP	5	Prep	class	must	attend	both	sessions.	
During	Period	2	and	Period	4,	students	can	choose	
from other classes offered in the Summer Series.

To register for our program, please use this online form.

The PYP 5 Prep class schedule is as follows:

PERIOD 1 PERIOD 2

PYP	5	Prep,	Session	A Choice of one Elementary 
School Summer Series 
class	(either	Art,	Music,	
Performance,	or	Sports)

PERIOD 3 PERIOD 4

PYP	5	Prep,	Session	B Choice of one Elementary 
School Summer Series 
class	(either	Art,	Music,	
Performance,	or	Sports)

2016-17년도 5학년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PYP 5 Prep프로그램은 다가오는PYP 전시회 준비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탐구단원 분석에 참여해 보고 성공적인 전시회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배웁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2016-17 년도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연마해 봄으로써 동료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PYP 5 Prep 클래스는 PYP 프로그램 5학년 Marissa 
Archie 선생님이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클래스는 하루에 
두 세션(총2 시간 40 분 )이 있을 것입니다. PYP 5 Prep 
클래스의 학생들은 두 세션에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2교시 
및 4교시 동안, 학생들은 섬머시리즈에서 제공되는 다른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을 원하실 경우, 여기를 클릭하세요. 

다음과 같이 PYP (5) 준비의 수업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교시 2교시

PYP 5 Prep, 세션A 섬머시리즈 기본과목 중 한 과목
(미술, 음악, 공연/드라마, 체육)

3교시 4교시

PYP 5 Prep, 세션 B 섬머시리즈 기본과목 중 한 과목
(미술, 음악, 공연/드라마,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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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a/branksome.asia/forms/d/1GMbEVWst8w3o0zTI943_eZ7O--WV5hA49_O1tkthDco/viewform
https://docs.google.com/a/branksome.asia/forms/d/1GMbEVWst8w3o0zTI943_eZ7O--WV5hA49_O1tkthDco/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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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 Prep focuses on preparing your daughter for this important step in their academic journey. There will be an emphasis 
on language and academic skills.

2016-17년도 MYP 프로그램 시작을 앞둔 5학년 학생들을 위한 MYP Prep 클래스는 중등교육과정 준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언어와 아카데믹 스킬에 더욱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MYP Prep
For	students	entering	Grade	6	for	the	2016-17	Academic	Year

The	 MYP	 Prep	 class	 will	 be	 taught	 by	 Veronica	
Jansen,	 a	 teacher	 in	 the	MYP	 Program	with	much	
experience	working	with	Grade	6	 and	7.	 The	 class	
will	meet	 twice	a	day	 (2hrs	40min	 total).	 Students	
in	 the	MYP	Prep	 class	must	 attend	 both	 sessions.	
During	Period	1	and	Period	2,	students	can	choose	
from other classes offered in the Summer Series.

MYP Prep 클래스는 6학년, 7학년 학생들 지도에 경험이 
풍부하신 Veronica Jansen 선생님이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클래스는 하루에 두 세션(총 2 시간 40 분 )이 있을 것입니다. 
MYP Prep 클래스 학생들은 두 세션에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1교시 및 2교시 동안, 학생들은 섬머시리즈에서 
제공되는 다른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To register for our program, please use this online form.

참가 신청을 원하실 경우, 여기를 클릭하세요. 

The MYP Prep class schedule is as follows:

다음과 같이 MYP Prep 준비 수업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PERIOD 1 PERIOD 2

Choice of one Middle School 
Summer	Series	class	(either	
Art, Music, Performance, or 
Sports)

MYP	Prep,	Session	A

PERIOD 3 PERIOD 4

Choice of one Middle School 
Summer	Series	class	(either	
Art, Music, Performance, or 
Sports)

MYP	Prep,	Session	B

1교시 2교시

섬머시리즈 미들스쿨 과목 중 한 
과목 (미술, 음악, 공연/드라마, 체
육)

MYP Prep, 세션A

3교시 4교시

섬머시리즈 미들스쿨 과목 중 한 
과목 (미술, 음악, 공연/드라마, 체
육)

MYP Prep, 세션B

https://docs.google.com/a/branksome.asia/forms/d/1GMbEVWst8w3o0zTI943_eZ7O--WV5hA49_O1tkthDco/viewform
https://docs.google.com/a/branksome.asia/forms/d/1GMbEVWst8w3o0zTI943_eZ7O--WV5hA49_O1tkthDco/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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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ve Language Learning: A Unit of Inquiry

언어집중학습: 탐구학습 단원

Branksome Hall Asia Prep
For	students	entering	Grade	7,	8	and	9	for	the	2016-17	Academic	Year

This	 interdisciplinary	 unit	 combines	 scientific	
exploration with language learning and academic skill 
development. Through learning about fundamental 
science concepts such as life cycles, ecosystems, 
and populations and communities, students explore 
humankind’s relationship with the natural world. 
Students analyse articles for information and 
perspectives, discuss the content and meaning of 
texts, share and debate opinions, and present their 
findings	in	oral	and	visual	presentations.

The development of descriptive writing skills, 
vocabulary, oral presentation and discussion, and 
analytical thinking are key skills focused on in 
this course. This engaging approach to learning 
encourages stu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ir 
language development and the building of their 
knowledge and understandings.  This course equips 
students	 with	 the	 skills,	 confidence,	 and	 mindset	
to	 succeed	 in	 Branksome	Hall	 Asia’s	Middle	 Years	
Program.

언어집중학습 과목은 한개 이상의 주제로 구성된 통합 
단원으로 언어습득 및 학습능력 향상과 더불어 과학적 
탐구활동을 통합하여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생애주기, 
생태계, 인구 및 지역사회 등의 근본적인 과학적 개념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인류와 자연의 관계에대해 
탐구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관련 기사 분석을 통해 정보 
습득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탐구하며, 학습 
내용 및 의미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 공유 및 논쟁,  구두 
발표 및 시각적 자료를 이용한 발표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서술형 작문능력 개발, 용어 확장, 구두 발표 능력, 토론, 
분석적 사고능력 개발은 본 과정에서 다루게될 주요 핵심 
사항입니다. 이러한 학습법을 통해 학생들은 언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지식 및 이해도를 높이는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본 과정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능력개발 및 자신감뿐만 아니라 브랭섬홀아시아 중등부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사고방식 및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To register for our program, please use this online form.

참가 신청을 원하실 경우, 여기를 클릭하세요. 

A typical Branksome Hall Asia Prep class schedule is as follows:

다음과 같이 Branksome Hall Asia Prep 준비 수업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MORNING PERIOD AFTERNOON PERIOD

One	80-minute	BHA	Prep	
Session

and

One	80-minute	Summer	
Series	class	(either	Art,	Music,	
Performance,	or	Sports)

One	80-minute	BHA	Prep	
Session

and

One	80-minute	Summer	
Series	class	(either	Art,	Music,	
Performance,	or	Sports)

1교시 2교시

한 80분 BHA Prep, 세션B

&

한 80분 섬머시리즈 미들스쿨 
과목 중 한 과목 (미술, 음악, 공연/
드라마, 체육)

한 80분 BHA Prep, 세션B

&

한 80분 섬머시리즈 미들스쿨 
과목 중 한 과목 (미술, 음악, 공연/
드라마, 체육)

https://docs.google.com/a/branksome.asia/forms/d/1GMbEVWst8w3o0zTI943_eZ7O--WV5hA49_O1tkthDco/viewform
https://docs.google.com/a/branksome.asia/forms/d/1GMbEVWst8w3o0zTI943_eZ7O--WV5hA49_O1tkthDco/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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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rsion Language Learning for the Personal Project

개별 프로젝트에 따른 언어집중학습

Personal Project Prep
For	students	entering	Grade	10	for	the	2016-17	Academic	Year

This course introduces the skills to succeed in the 
Personal	 Project,	 a	 required	 component	 of	 the	
Middle	 Years	 Program.	 The	 Personal	 Project	 is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demonstrate responsible 
action through designing a product or process to 
address a global issue which affects nature and 
ultimately humans. 

In this intensive course, students extend their 
knowledge, showcase their creativity and 
imagination,	 while	 refining	 their	 research,	 writing,	
analytical and communication skills.

Through	investigation	(using	primary	and	secondary	
research including articles, online information, 
interviews,	and	discussions),	planning,	taking	action	
and	 reflecting,	 students	 prepare	 a	 presentation	
for their peers and teachers highlighting their 
thinking and learning on a global issue.  Upon 
completion of the course, students will possess 
the	skills	to	confidently	and	successfully	undertake	
this important component of their International 
Baccalaureate education. 

본 과목은 중등부 프로그램의 필수 항목인 개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 개발에 대한 
수업입니다. 개별 프로젝트는 자연, 긍극적으로는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이슈 해소를 위한 장치 및 과정을 
구상하고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책임감 있는 
실천적 행동을 시범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됩니다.

이러한 집중 코스를 통해, 학생들은 지식을 넓히고, 창의성 
및 상상력을 표현하게 되며, 자료조사 능력, 작문, 분석 및 
의사소통 방법을 좀 더 세밀하게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탐구 활동(기사, 온라인 정보, 인터뷰, 토론 
등의 1차적, 2차적 자료조사를 이용), 기획, 실천 및 (
과제를 되짚어 보는) 회고 활동을 토대로 학생들은 국제 
사안에 대한 사고 및 학습에 중점을 두고, 학우 및 교사 
앞에서 진행할 발표 준비도 수행하게 됩니다. 본 과정을 
수료할 경우, 학생들은 IB 교육에서 요하는 주요 과제를 
자신감 있고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To register for our program, please use this online form.

참가 신청을 원하실 경우, 여기를 클릭하세요. 

A typical Branksome Hall Asia Prep class schedule is as follows:

다음과 같이 BHA Prep 준비 수업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MORNING PERIOD AFTERNOON PERIOD

One	80-minute	BHA	Prep	
Session

and

One	80-minute	Summer	
Series	class	(either	Art,	Music,	
Performance,	or	Sports)

One	80-minute	BHA	Prep	
Session

and

One	80-minute	Summer	
Series	class	(either	Art,	Music,	
Performance,	or	Sports)

1교시 2교시

한 80분 BHA Prep, 세션A

&

한 80분 섬머시리즈 미들스쿨 
과목 중 한 과목 (미술, 음악, 공연/
드라마, 체육)

한 80분 BHA Prep, 세션A

&

한 80분 섬머시리즈 미들스쿨 
과목 중 한 과목 (미술, 음악, 공연/
드라마,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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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a/branksome.asia/forms/d/1GMbEVWst8w3o0zTI943_eZ7O--WV5hA49_O1tkthDco/viewform
https://docs.google.com/a/branksome.asia/forms/d/1GMbEVWst8w3o0zTI943_eZ7O--WV5hA49_O1tkthDco/view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