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비 규정

등록비 포함 내역 할인 내역 / 금액 제출서류 서류

75만원

·단체복

·보험 가입

·차량비 식비 일체

·재참석자 10만원 할인

·1가정 2자녀 (형제,자매) 

  1인당 5만원 할인

·추천자, 추천인

  2만원 할인 추가 할인

·참가 신청서

·기본 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학 차량 동의서

·응급처치 동의서

“품성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

2017 HIMS ENGLISH SUMMER SCHOOL 
2017. 8. 7(월) ~ 2017. 8.18(금) (7일 Day School, 2일 Camp)

주소: [540-856] 전남 순천시 해룡면 정채봉길 39-37 
대표번호: 061-811-0880 / 행정실 : 061-811-0881 / 팩스 : 061-811-0882
e-mail: thehimschool@gmail.com
www.thehimschool.org

Camp Information

GENERAL INFORMATION

●  주최: Holy International Montessori School (HIMS)

●  일시: 2017. 8.7(월)~8.18(금) (7일 통학, 2일 합숙)

●  장소: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 HIMS 캠퍼스

●  참가대상: 초등학교 1학년 ~ 초등학교 6학년

●  등록 및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접수

●  신청서는 홈페이지 캠프 공지사항 참조 

온라인 신청서 QR 코드

※온라인 신청: 네이버 검색 ▶‘힘스기독국제학교’검색 사이트 클릭 

▶ 팝업 클릭 또는‘HIMS 3C School’메뉴 클릭 ▶ 최하단‘신청하기’클릭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시 직접 또는 이메일 및 우편 접수



Invitation

Introduction

 4회째의 풍부한 Summer School의 경험을 가진 HIMS 3C School은 

 여름 방학 동안 신나고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하여

‘창창 10대! HIMS English Summer School’를 열고자 합니다. 

 창창한 10대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꿈을 향해 도전해 보는 

 HIMS English Summer School 에 여러분의 자녀를 초대합니다. 

HIMS 3C School은 모든 계절학기(Summer and Winter)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입니다. 

3C를 Christ’s Character, Creative, Cooperative를 메인 모토(moto)로 주님의 품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능력과 협동심을 배양하여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리더로 기르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습니다. 

원어민들과 생생한 영어시간! 프로젝트 활동들을 통한 영어적 지식 확장! 

이를 통해 배우는 성공적인 10대를 보낼 수 있는 풍성한 경험까지! 

HIMS 3C School에서의 경험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훌륭한 양분이 될 것입니다.

Time Table (Class A)

구 분 MON TUE WED THUR FRI

9:30~ 9:40 Morning Chant

9:40~9:50 Snack Time

9:50~10:30 Intensive English Period
Reading Class, Writing Class

Speaking Class10:40 ~11:20

11:30 ~12:10 Character Building (품성)

12:10 ~1:00 Lunch

1:00 ~1:40
Creative Project Activity

Fun Scientist, 

Who is next Adventurer, 

I am Super Star
1:50 ~2:30

2:40 ~3:00 Snack Time

3:00~4:00 Physical Activity

4:00 ~ Back to Home

※프로그램은 사정상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레벨별로 반 구성 후 각 클래스당 원어민 교사 1명과 한국인 교사 1명으로 진행됩니다.

초대하는 말

소개

Program
For Students’ Fruitful Experience

Morning Chant

Intensive English 
Period

Lunch 

Reading Class 

Writing Class

Speaking Class

각자의 반으로 등교하여 원어민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방학 동안 즐거운 활동을 직접 표현하고 대화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영어식 대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수준 별 읽기 시간이 진행됩니다. 

문법을 공부하고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모국어를 배우듯 흥미 있는 주제로 나도 

모르게 아이들은 흥미를 잃지 않고 영어를 읽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흥미롭고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Writing 시간으로 스스로의 생각을 영어적 문장 구조로 

옮겨 적어 보는 시간입니다.

준비된 영어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과 같이 아울러 현실적인 영어 

표현을 배워 보는 시간입니다.

전문 영양사가 선택하고 구성한 점심 식사! 

성장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풍부하고 다채로운 식사가 제공됩니다.

Character Building 

Creative Project 
Activity
(C.P.A.)

Physical Activity

Fun Scientist

자연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실전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웃도어 안전 교육부터, 지도를 

그려보고 텐트를 만들어보는 등, 레저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경험은 아이들의 

삶을 더욱 풍성히 만들어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몸을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동작과 춤을 영어로 배움으로써 더욱 빠르고 신나게 영어적 신체 표현을 

직관적으로 배워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강한 신체를 기르기 위한 체육활동 수업을 통해 협동심과 리더쉽을 배양하는 시간으로 수영 및 즐거운 

활동들이 다채롭게 이루어집니다. 

창조롭고 창의적인 성공습관을 지닌 10대를 보내기 위한 품성을 배워 보는 시간입니다. 

막연한 미래를 준비하기보단‘지금 당장 할 수 있는’가장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C.P.A. 수업은 창의적 접근 및 체험과 구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영어를 확장하고 

적용해보는 Fun 클래스입니다.

다양한 실험과 만들기를 통해 과학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직접 눈과 손으로 확인 함으로 책으로만이 아닌 

직접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Who is next adventurer

I am a Super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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