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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5 to Friday August 5

Branksome Hall Asia is excited to 
announce the 2016 Summer Series, our 
intensive academic, arts and athletics 
program. 

The Summer Series is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challenge their 
creativity, experience new ideas, and 
explore possibilities. Building on last 
year’s successful program, the 2016 
program includes a comprehensive 
academics program, and more choices 
in art, athletics, design, music, and 
performance.

INTERNATIONAL SCHOOL FOR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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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ER SERIES

Introduction

The 2016 Summer Series features:

Variety: Over 20 different programs in art, music, sports, 
film, and performance. 

Art: Drawing, Sculpture, Textiles, Screen Printing, Making 
and Building

Performance and Film: Drama, Film making, Stop Motion 
Animation, Ballet, and Dance

Sports: Basketball, Soccer, Swimming, Badminton, 
Volleyball, and Golf

Music: Orchestra, Music Experience,  

Small class sizes: Each class has a maximum of 15 
students, meaning a more intimate and hands-on 
experience

Create your own program: Students choose the schedule 
they want. Our online registration system allows you to 
make the schedule of courses you want--but register early 
as all courses have limited numbers

World-class Instructors: Our programs are taught 
by Branksome Hall Asia’s experienced International 
Baccalaureate teachers. In addition,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enroll in special courses taught by the 
professional film-makers, coaches, and practicing artists. 
All programs are supported by bilingual interns

World-class facilities: Branksome Hall Asia’s facilities 
include an olympic swimming pool, dance studios, large 
art and sculpture studios, video and audio recording 
studios, digital design studios,  and a performance and 
concert hall. Students use all of Branksome Hall Asia’s 
award-winning campus and facilities

All inclusive: Lunch, snacks, and all art materials are 
included

Tuition: KRW 1.6 million

Dates and Times
Monday July 25 to Friday August 5
10 days, no weekends
9am to 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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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비: 백육십만원(1,600,000원)

참가 일정 및 시간
7월 25일(월요일)부터 8월 5일(금요일)까지
2주간 (10일, 주말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To register for our program,
참가 신청을 원하실 경우,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열리는 웹사이트에서 참가신청를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