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랭섬홀 아시아만이 선사할수 있는 2017년도
썸머시리즈에서 학생들은 독창적인 창의력, 스포츠정신과
도전의식으로 가득찬 놀라운 2주를 경험할수 있습니다.
한국과 아시아국가에서 온 학생들은 브랭섬홀 아시아의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저명한 아티스트, 코치 및 공연자들과
더불어 탐구하며 함께 성장해 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썸머 시리즈에 등록한 학생들은 브랭섬홀 아시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총 80가지의 다양한 수업 중에서 선택하여
자신의 필요와 관심도에 따라 스스로 스케줄을 만들게
됩니다. 예술/ 미디어 관련 참여자들은 조각, 회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과 섬유예술수업등을 선택할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드라마, 그림자 인형극, 영상수업, 디지털 음악
프로덕션 및 음악 수업과 수영, 골프, 배구, 멀티 스포츠와
축구등의 체육 수업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브랭섬홀 아시아에서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업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 브랭섬홀 아시아 프렙
(준비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IB(
국제공통대학입학자격시험) 교과과정의 교수법을 모델로 한
탐구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브랭섬홀 아시아프렙프로그램은
브랭섬홀 아시아 재학생들은 물론신입생 및, 브랭섬홀
아시아만의 IB교육과정을 경험하고싶어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브랭섬홀 아시아 프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은 썸머 시리즈 수업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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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4 TO FRIDAY AUG 4, 2017
10 DAYS, DA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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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KSOME HALL ASIA PRESENTS

비용
한화170만원 (2016 입학금 기준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음을 포함합니다.
• 썸머 시리즈 수업료
• 일일 점심과 간식
• 티셔츠 및 체육복 (상의)
•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 및 재료
• 셔틀 버스 제공 (제주시, 서귀포시, 한림읍, 대정읍)
대상자
주니어 프로그램 –
2017-2018 학년도 3-5 학년 입학 예정자
(2006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학생)
시니어 프로그램 –
2017-2018 학년도 6-10 학년 입학 예정자
(2000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학생)
등록 신청: 여기를 클릭해서 온라인 등록
하시거나, QR 코드를 통해 해주세요.
문의처
담당자: AIDAN HAMMOND (에이든 하몬드),
썸머 시리즈 프로그램 디렉터
이메일: SUMMERSERIES@BRANKSOME.ASIA

INTERNATIONAL SCHOOL FOR GIR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