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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it like to learn English abroad?  

• Join the SSIS summer programme and you won’t need to send your child thousands of 
kilometres to find out.   

• Learn English from fully qualified and experienced International Baccalaureate teachers who are 
native English speakers.  

• Sample learning from the highly prestigious International Baccalaureate programme. 

• Use the facilities and technology of one of the best international schools in China to discover a 
whole new world of learning! 

▶︎ 您想知道国外是如何学习英语的吗？ 

▶︎ 那就加入SSIS暑期课程吧！不需要把您的孩子送到千里之外，就可以体验国外的教学。 

▶︎ 跟着有专业资质的、经验丰富的、英语母语的IB老师学习。 

▶︎ 体验声名远赫的IB课程教学。 

▶︎ 在国际学校优异的设施和技术设备中，探索学习的新领域。 

• 외국에서는 어떻게 영어를 배우고 있을까요? 

• 귀하 자녀를 본교의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등록시키시면 자녀를 먼 타국까지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 전문 교사 자격과 국제 학력 평가 과정(International Baccalaureate)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영어

가 원어민인 교사들이 직접 영어를 지도합니다. 
     

•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 학력 평가 과정(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중국 내 최고수준의 국제학교의 교육 환경에서 새로운 학습 세계를 발견할 것입니다.    



 

“在游戏中学习”大班至5年级 

小朋友们喜欢活跃的气氛。在这个令人兴奋
的课程中，您的孩子会在多样性的学习和引
导性的玩耍中找到平衡。 

您的孩子会学习到英语语言中的规则。他们
会开始练习常用的沟通短语、探索文学的奇
妙世界；在探索不同类型的写作艺术、设计
创作、角色扮演、手眼协调能力和小组协作
中学会表达自己。通过听、说、读、写、艺
术设计、参加运动项目和游戏，培养对的英
语鉴赏能力。 

日常活动包括三个小时的英语课程和三个小
时的技能活动，如运动、艺术、科学、游泳
等项目。 

在课程尾声，我们会举办一场演出，分享您
孩子的学习成果。

“놀이로부터 학습” 유치원 – 5학년 
  
어린 학생들은 활동적입니다. 본 프로그램
을 통해 귀하 자녀는 구조화된 학습과 놀이 
둘의 균형감을 함양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의 원칙에 대해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연습하고, 흥미로운 문학 세계를 발견하고,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경험하고, 창작활
동, 역할 바꾸기, 협응력 그리고 혐동심을 
함양하게 됩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글쓰
기, 예술 프로젝트, 스포츠 그리고 놀이를 
통해 학생들은 올바른 영어를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매일 3 시간의 영어 학습과 스포
츠, 예능, 과학 그리고 수영 등 3시간의 기
술 습득 관련된 활동 등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일과를 보낼 것입니다.  

귀하 자녀의 학습 성취를 축하하기 위한 공
연이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 개최될 예정입
니다. 

Younger children love to be active. 
In this exciting programme your 
child will have a balance of 
structured learning and guided 
play.  

Your child will be introduced to the 
principles of the English language. 
They will embark on a journey to 
practice common conversational 
phrases, discover the amazing world 
of literature, express themselves as 
they delve into a variety of writing 
genres, create art projects, role-play 
characters, work on hand-eye 
coordination and enjoy team 
building activities. Through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art projects, sports and games, 
students will develop an 
appreciation of the English 
Language.  

The daily activities involve students 
participating in three hours of 
English lessons and three hours of 
engagement in skills activities such 
as sports, arts, science or swimming.  

A performance will be held at the 
end of the course for you to 
celebrate your child’s learning. 

"Learn through Play" for K-5



 

6-10학년을 위한 “우수성을 지향하는 교육” 

우수성을 지향하는 교육은 상호소통적인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6학년부터 10학년을 위한 제2 언어로서의 영어과정으로 제작되
었습니다.  학생들은 읽기의 유창성,  독해력, 작문, 구어적 발표를 위
한 기술을 계발하기 위한 활동과 어휘력 향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교내외 활동을 하는 동안 정기적인 수정과 통합적인 프로
젝트 과제, 그룹 과제, 의사 결정에 관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독립
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암기식의 학
습자에서 자율적인 학습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일상 활동은 3시간의 영어 수업 참여를 포함하여 3시간은 다양한 범
위의 활동, 가령 프로덕트 디자인, 운동, 수영과 같은 활동으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전시회는 여러분 자녀의 학습을 축하하기 위해 코스 마지막 날에 있
을 예정있니다.

"Education Excellence" for Grades 6-10

Education Excellence for Grade 6 to 10 is 
designed for English as Second Language 
students who want to learn English in an 
interactive setting. Students will engage in 
learning to develop their skills in reading 
fluency, reading comprehension, writing, oral 
presentations and to build up their vocabulary. 
Through regular revision, integrated project 
work, group work during indoor and outdoor 
activities, students will engage in decision 
making to become independent learners.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s to make the transition 
from a rote learner into an autonomous learner. 

The daily activities involve students participating 
in three hours of English lessons and three hours 
of engagement in a range of activities, for 
example product design, sport, and swimming. 

An exhibition will be held at the end of the 
course for you to celebrate your child’s learning.

“卓越教育”6至10年级 

6至10年级的卓越教育为英语是第二语言的学生设置，在互动
教学中学习英语。通过学习阅读技巧，提高阅读流利程度和
理解力；结合写作、口语陈述技巧，达到提高词汇量的目的。
在日常的改进，综合项目的学习，室内和室外的团队活动中，
学生参与决策，逐渐转变为独立的学习者。这个课程会引导
学生从死记硬背的被动学习者变为自发的学习者。 

日常活动包括三个小时的英语课程和三个小时的各种活动，
如产品设计、运动、游泳等项目。 

在课程尾声，我们会举办一个展览，分享您孩子的学习成
果。





Class size: 25 students 
班级规模：25名学生 
수업 크기: 25명 
Date: 3 – 28 July 2017 (Monday to Friday) 
日期：2017年7月3日-7月28日（周一到周五） 
날짜: 2017년 7월 3일부터 28일까지(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Time: 9 am – 4 pm  
时间：上午9点下午4点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Venue: Suzhou Singapore International School 
地点：苏州新加坡国际学校 
장소: 쑤저우 싱가포르 국제 학교 

Teachers: fully qualified and experienced SSIS teachers who 
are native English speakers 
教师：具有专业资质、经验丰富、英语为母语的SSIS教师 
교사진: 충분한 자격과 경험이 있는 SSIS의 원어민 교수진 

Fee for Regular Registration (before or on 1 June): 13,500 
RMB  
普通报名费用(截止至6月1日)：13,500 RMB 
일반 등록시 수업료: 13,500 RMB 
Fee for Early Bird Registration (before or on 31 March): 
12,000 RMB 
早鸟（提前报名）报名费用(3月31日或之前)：12,000 RMB 
사전 등록시 수업료（3월31일 이전): 12,000 RMB 

*Fee includes 60 hours of English lessons, 60 hours of 
enrichment activities in English, lunch, materials, a special 
summer programme 'T-shirt’, and a field trip every two 
weeks. 
*费用里包括60个小时的英语课程、60个小时丰富的英语课外活
动、午饭、材料费、特制的暑期课程T恤一件，以及每两周一次
的实地考察旅行。 
*가입비는 60시간의 영어 수업과, 60시간의 영어로 하는 심화 
활동,  점심, 재료비, 특별히 제작된 여름 프로그램 ‘티셔츠’,  2
주마다 있는 야외수업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Transportation Fee: 交通费用/교통비 

SIP: 220 RMB/week × 4 weeks = 880 RMB 
园区：220RMB/每周X4周=880 RMB 
SIP: 220RMB/주당*4주= 880 RMB 

SND: 340 RMB/week × 4 weeks = 1360 RMB 
新区: 340RMB/每周X4周=1360 RMB 
SND: 340 RMB/주당*4주= 1360 RMB 

Please submit your application, together with all fees by 1 June 
2017 to guarantee a place. 

请在2017年6月1日提交您的申请并同时缴纳所有费用来确保名
额。 

반 편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서를 모든 가입비와 함께 2017년 
6월 1일까지 제출해주십시오.   

Please email summerprogramme@ssis-suzhou.net for more 
information. 

如需了解更多信息，请联系 summerprogramme@ssis-
suzhou.net  

이와 관련하여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summerprogramme@ssis-suzhou.net 에게 연락주시길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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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SIS Summer Programme will provide your child with high quality English teaching delivered 
by Suzhou Singapore International School’s fully-qualified term-time teachers. Your child will use 
SSIS’s excellent facilities including a 25m indoor swimming pool, science laboratories, 
gymnasiums, sports fields and media centre. Trips to sites of interest, sports and fun 
entertainment provide a balance.  The Summer Programme classes are small and friendly with a 
maximum of 25 students per class. 

SSIS暑期课程是由苏州新加坡国际学校优秀的在职老师为您的孩子提供的高质量英语教学课程。您的孩子在课程
中可以体验到SSIS一流的教学设备，其中包括25米的室内游泳池、科学实验室、体育馆、室外操场和多媒体教
室。 学生在学校不同的角落中找寻自己的兴趣，结合体育活动以及其它娱乐项目，达到学习和活动的平衡。暑期
课程采用温馨的小班授课模式，每班最多只有25名学生。 

본교의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우수한 경력을 보유한 본교의 교사들이 참여한 영어 지도 프로그램으로 귀하의 자
녀들은 양질의 영어 수업을 받을 것입니다.  귀하의 자녀는 25미터 수영장, 과학 실험실, 체육관, 운동장 그리고 
미디어 센터 등 본교의 훌륭한 학교 시설을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견학, 운동 그리고 즐거움 모두 균형있게 
제공됩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최대 25명으로 한 학급이 구성됩니다.   

For enquiries, please email summerprogramme@ssis-suzhou.net or visit www.ssis-suzhou.net to register. 
如需了解更多信息，请联系 summerprogramme@ssis-suzhou.net 或直接通过学校网站 www.ssis-suzhou.net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summerprogramme@ssis-suzhou.net 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입학 신청은 학교 웹사이트 www.ssis-suzhou.net 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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