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월 23 일 ~ 8 월 10 일(3 주 학습)
월~금 오전 8:30~오후 3:30 수업

광주외국인학교 및 썸머스쿨 소개

광주외국인학교는 변호사이자 방송인인 로버트 할리가 1999 년에 설립하였고 유아부에서
12 학년까지 미국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교육인가청인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WASC)에 정식 인가되어 있으며, 교사 자격증이 있는 광주외국인
학교의 우수하고 경험이 많은 재직교사들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외국인학교 썸머스쿨은 영어수업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3 주 영어 집중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수업과 다양한 활동들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며,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즐겁게 영어를 배울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광주외국인학교 썸머스쿨 프로그램
 영어집중 수업
Literacy 읽기 쓰기 교육
- 비판적 읽기와 독해능력 향상
- 단어, 영어활용과 쓰기 수업

Conversation Icebreakers & Developing Language Through Games 게임을 통한 회화능력 발달
-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영어를 학습하고 응용하고 시간
- 매일 아침 영어 학습을 준비하고 워밍업 할 수 있는 시간

Organized Sports and Athletics 스포츠 활동
- 레벨을 섞어서 진행
- 다양한 게임과 스포츠 활동

 창의적인 영어활용수업
Interactive Music & Film Making 음악과 영상자료 만들기를 통한 영어학습
- 음악을 통해 영어단어, 관용구, 문화 등을 습득
- 수업시간에 음악을 배우고 뮤직비디오 또는 짧은 단편 등의 영상제작내용을 구성
-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하고 유트브에 업로드

Drama 드라마
- 유명한 동화를 드라마로 새롭게 만들어, 상황에 맞는 영어문자 습득
- 다양한 역할극과 대화연습 및 드라마 공연

* 영어를 자국어로 사용하는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 보조교사로 함께 합니다.

썸머스쿨 비용 및 환불규정
Application Fee(등록비, 취소시 환불불가)

50,000 원

Tuition Fee(수업료)

1,190,000 원

 수업료 납부처 :
광주은행 069-107-305960
(예금주 : 광주외국인학교)
 수업료에는 교재비와 점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인혜택 : 1 가정 2 자녀(형제, 자매) 함께
등록 시 둘째 수업료 10% 할인

 환불규정
기간
- 7/17

환불액
수업료 전액 환불(등록비 제외)

7/18 – 7/22

수업료의 90%

7/23 – 7/27

수업료의 60%

7/30 – 8/3

수업료의 30%

8/6 – 8/10

환불 불가

스쿨버스 서비스 가능지역
지역 1

수완, 신가, 첨단 1 지구

지역 4

금호, 상무

지역 2

광천, 운암, 첨단 2 지구

지역 5

봉선, 진월

지역 3

두암, 계림

지역 6

용봉, 일곡, 양산

* 학생등록현황에 따라 서비스 가능지역이 조정될 수 있음

등록신청(7 월 6 일까지)
1. 방문접수(사전에 전화 후 방문)
2. 홈페이지(www.kwangjufs.org)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이메일/팩스 전송
* 레벨테스트 일정은 등록자에 한해 추후 공지(7 월 중순 예정)

광주외국인학교 위치 및 등록 문의

 등록문의
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 106
전 화 : 062-575-0900
팩 스 : 062-575-0902
이메일 : kwangjufs@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