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CDS FP Family Members, 

 

CDS Summer Camp Survey 

We would like to offer a CDS Summer Camp this year, as usual. We plan to have an interesting program 

that will help students gain various knowledge and improve their ability to read and write. The topic will be 

one that the students are surely interested in.  

CDS’s Summer Camp supports students inspending part of their vacation effectively instructed by our FP 

teachers. The summer camp is non-profit, and the cost only covers the running of the program.  

 

School Year 2014-2015  CDS FP Summer Camp 

•Purpose:  

- Develop scientific thought processes and language skills 

- Develop leadership skills and team work 

•Main activity: Co-curricular activity 

              (Reading and Writing, Technology, Drama, Science, Cooking and Sports) 

•Duration: 22nd June, 2015-10th July, 2015 (Approximately 3 weeks), 9:00-15:30 

•For whom: Grade K- 4 (sorry, not for PK) 

•Price: (Price, based on 30 people) 1,200,000 KRW for CDS students  

 1,500,000 KRW for sisters or brothers of CDS students 

 1,500,000 KRW for one who is going to join CDS FP 

•Price to be spent: tuition fee, lunch and snack,study materials 

•There needs to be a minimum of 24 students to open the Summer Camp;if there are not enough students, it 

could be canceled 

•If there are more than 30 students, spots are available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It is possible that the price may vary slightly depending on how many students are enrolled 

 

Please submit the application form, below. Please return it to the homeroom teacher by Friday, March 27th.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24th March, 2015 

Principal Shim, Ok Ryung 

 

-------------------------------------------------------------------------------------------------------------------------- 

  

 

Summer Camp Application Form 

 

 

Grade (                )    Name (                 ) 

 

 

Please circle one of the following: 

(            )Yes, I would like to sign up for 2015 FP Summer Camp. 

(            )No, thank you; I would not like to sign up for 2015 FP Summer Camp. 

 

 



 

 

CDS FP 가족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봄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CDS 

FP 가족 여러분도 봄기운을 받아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CDS FP 에서는 해마다 했던 2015 Summer School 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선생님들과 의논한 결과 이번 Summer School 은 전 세계적으로 

필요성을 말하는 Co-Curriculum 을 바탕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관심 있는 주제로 각 교과에서 

얻어야 할 지식과 읽기, 글쓰기 능력은 물론 협동하고 사고하는 방법을 즐거운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CDS FP 의 Summer School 은 어린이들이 긴 여름방학을 효과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학교가 돕는 프로그램으로,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어린이들을 

지도하십니다. 또한 비용도 최소 운영비용만 책정한 것입니다.  

2015 년 CDS FP Summer School 

▸ 목적 : 발달 단계에 맞는 통합 교과 주제 중심 활동을 통해 교과 학습 능력은 물론  

통합적 사고력과 언어능력은 물론 팀워크와 리더쉽 신장 

▸ 주 활동 : Co-curricular Activity 

(Reading & Writing, Technology, 드라마, Science, 요리, 수영, Sports 등) 

▸ 기간 및 수업 시간 : 2015. 6. 22~7. 10 (3 주), 아침 9 시~3 시 30 분까지 

▸ 신청 대상 : K~4 학년 (PK 는 대상이 아닙니다) 

▸ 비용 : 신청 인원 30 명 기준 재학생인 경우 약 120 만원(인원수에 따라 달라짐) 

(재학생의 형제자매나 앞으로 CDS FP 에 입학 예정인 학생은 150 만원) 

기  타 

▸ 비용 산출 근거 : 강사료, 점심･간식비, 자료비  

▸ 신청 학생수가 30 명 이상일 때는 선착순 마감, 24 명 이하일 때는 폐강합니다. 

▸ 비용은 30 명 기준이므로 인원수가 줄어들 때에는 비용이 다소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신청마감은 3 월 27 일까지입니다.  

 

늘 학교 일에 협조해주시는 CDS FP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 3. 24 

청라달튼 외국인학교 초등교장 심옥령 

------------------------------------------------------------------------------------------------------------------------- 

Summer School 신청서 

학년 (                ) 이름 (              ) 

원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네, CDS FP 의 2015 Summer Camp 참가를 신청합니다. 

(         ) 아니오, Summer Camp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청라 달튼 외국인 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