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Parents,
The end of Term 2 is coming to an end. As usual, I always stand behind teachers and students to help them focus
on our educational core. I believe that all students are growing in accordance with our developing programs. I am
sure that all parents are on the same page with me.
I would like to announce that CDS will hold a Winter School for this break.

Non-CDS students are also available

to join the camp. Our programs will help students to raise their English efficiency and abilities, consisting of
English language learner program and practical activities, e.g. Labs (FP) and ECs (MS). Also, we will offer
horseback riding class. Accommodation will be offered to all students so that they can collaborate with others.
Below are details.



Period: Dec 27th, 2015 ~ Jan 8th, 2016



Age range: from 2nd grade to 8th grade (2nd grade in Korean Middle School)



Registration: opens on Nov 9th, closed on Dec 18th.



Venue: Cheongna Dalton School (344 Cheomdandongro, Seogu, Incheon)



Accommodation will be provided on campus for all attendees (CDS dormitory).
Spots are 96 in total (12 per house)
Tuition fee (2,500,000KRW for non-CDS students; 1,700,000KRW for CDS students) will be charged.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all 032-563-0423 or visit CDS Winter School to find further.

Nov 10th, 2015
Cheongna Dalton School

CDS FP MS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제가 자주 가정통신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학
교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
님들께서도 느끼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CDS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발전되고 있고 이에 따
라 학생들도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학교가 이번 겨울 방학동안 ‘Winter School’을 열게 되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Winter School은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생각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
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영어 언어 학습자 프로그램(English Language Learner Program)과 우리 학교가 하고 있는 초등의
Lab, 중등의 EC와 같은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 능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자신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승마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협동하며
학교의 교육 철학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기를 수 있도록 기숙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보시고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 (CDS
Winter School)나 전화(032-563-0423)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CDS Winter school
기 간

2015년 12월 27일(일) ~ 2016년 1월 8일(금) 12박 13일

대 상

초등학교 2학년 ~ 중학교 2학년 (2015년 기준)

등록기간

2015. 11. 9(월) ~ 12. 18(금) 까지

장 소

청라달튼외국인학교

형 태

기숙형 영어캠프

인 원

96명(학급당 12명)

비용

250만원 (CDS 재학생은 175만원)

늘 학교 일에 협조해주시는 CDS FP MS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 11. 10
청라달튼 외국인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