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세 월요일-금요일 오전-3시

광정우 유탈로 국제학교
2021년도 서머스쿨
6월 21일 - 7월 16일
여름 학교 프로그램은 3세에서 16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활동
범위를 제공합니다. 미술, 요리, 음악,
스팀(STEAM) 프로젝트를 통한 영어
습득, 인터랙티브 학습 4주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시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보기 및 프리젠테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LIMITED PLACES AVAILABLE

summerschool＠uisgz.org

广州市白云区沙太北路800号
+8620 8720 0517
utahloy.com/gz

4주간의 여름 수업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일주일, 2주, 3주 또는 4주 동안의
수업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스트림, The Arts 또는 STEAM 선택 할
수 있습니다.

1. 조기 교육 프로그램(3-4세)
에서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체험 학습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성, 자신감, 탐구 능력을
개발합니다.

3. 영어 습득 프로그램(8~11세)
은 영어 환경에서 흥미진진한
활동을 경험합니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이
영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2. 영어 습득 프로그램(5-7세)
에서는 자신감과 사회적
기술을 쌓기 위한 영어의
연령에 맞는 활동을 진행
합니다.

4. 집중적인 영어 습득 프로그램
(12세 이상)
은 읽고 쓰는 능력, 아이들이
영어를 사용하고 언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입니다.

입학 조항
모든 여름 학교 수업 비용에는 지원비, 일일 점심, 수업 자료 및 소풍(있을 경우)이 포함됩니다.
인기 지점을 오가는 버스 서비스는 승인되어야 하며 추가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름 학교 프로그램 가격
(등록 및 점심값 포함)

조기등록할인: 2021년
5월4일 (월) 이전 등록 시

Week 1:
6월21일-6월25일

1주 프로그램:
RMB3800

1주 프로그램: RMB3400

Week 2:
6월28일-7월2일

2주 프로그램:
RMB6600

2주 프로그램: RMB6000

Week 3:
7월5일-7월9일

Week 4:
7월12일-7월16일

3주 프로그램:
RMB8800

3주 프로그램: RMB7900

4주 프로그램:
RMB11500

4주 프로그램: RMB9700

교통
캠퍼스를 오가는 교통 버스 서비스는 선택 사항이며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1구역: 바이윤/톈허/주장신도시, 주 500rmb/주.
구역 2: Yuexiu/Panyu, 주 1000rmb/주.

비용 납부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탈퇴할 경우 환불을 받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등록 및 납부 마감일은 2021년
6월 11일 금요일입니바.

온라인 등록

위챗 결제

UISG International Summer School 2021 - Application Form
广州誉德莱国际学校 - 2021 国际暑期班申请表
Please return this form with payment to UISG Admissions to secure your booking.
请填写好此表格连同缴费单据给招生部以保留学位。
Student's Name (as in passport) 学生姓名 (护照上的姓名)
Nationality 国籍

Date of Birth (Date/Month/Year) 出生日/月/年

Identity Document Number 身份证号码
Current School 现读学校

Current Class 现所在班级

Preferred Name (for classroom use) 建议课堂称呼

Programmes (1 to 4 weeks from 21 June - 16 July) 课程 (1至4周, 自6月21日至7月16日)
Attendance/Weeks 请选择你要参加的时间

(Students will be assigned to different age groups

学校会根据学生年龄安排不同的年龄组别)

21 - 25 June
28 June – 2 July
5 - 9 July
12 – 16 July

(6月21-25日)
(6月28-7月2日)
(7月5-9日)

Bus Required 是否乘坐校车

No 否

Yes 是

Zone 1 线路一 :
Baiyun 白云 / Tianhe 天河 / Zhujiang New Town 珠江新城
500rmb/week, 500元每周
Zone 2 线路二:
Yuexiu 越秀 / Panyu 番禺
1000rmb/week, 1000元每周

(7月12-16日)

Medical Information / Allergies / Food Requirements 药物或食物过敏 / 食物要求

Home Address 详细家庭住址
Mother’s Number 母亲手机号码

Father’s Number 父亲手机号码

Home Number 家庭电话

Email Address 电子邮件

Emergency Contact Person & Number
紧急联络人姓名及电话
I give permission for School staff to administer minor first aid or treatment to my Child when and where
required, and to give immediate medical assistance to my Child in the event of a medical emergency. I
certify that my Child has been kept up-to-date with vaccinations that are recommended for his/her age
group. I further certify that as parent of my Child, it is my responsibility to ensure and guarantee that my
Child has appropriate medical and accident insurance coverage that is valid for use, as UISG cannot and
will not cover any medical expenses relating to my Child. 我允许学校工作人员在需要的时间和地点为我的孩子提
供小型急救或治疗，并在发生紧急医疗情况时立即向我的孩子提供医疗援助。我保证我的孩子已经完成他／她年龄段应
有的疫苗接种。我进一步证明，作为我孩子的父母，我有责任确保并保证我的孩子有适当的医疗和意外保险，因为UISG
不能也不会承担与我孩子有关的任何医疗费用。
In order to enroll in the programme, full payment will be required within seven days of submitting the
application. Failure to attend or withdrawal from the programme, no refund will be given. The deadline for
registration and payment is Friday 11th June 2021. Any request for transfer or cancellation after successful
enrollment will not be entertained. Fees paid are non-refundable or transferable. 全部费用须在提交申请7日内
完成交费以确保学位。缺席或取消课堂不设退款。截止报名及付款日期为2021年6月11日 (星期五) 。课程报名一经确定
后不得更改或取消，所有已缴付之费用不设退款或名额转让。

Signature 签名

Date 日期

For RMB Payment

Account Name:

For RMB Payment Payments can be made by cash, WeChat
or bank transfer. Please remark student’s name, attendance /
weeks selected, and “UISG Summer School 2021” in the
payment slip as a reference. 学费可通过现金、微信或银行转账
支付。转账时请注明学生姓名，参加的时段及 “UISG 暑期班2021”。

广州誉德莱国际学校
A/C NO.:

8018 8010 0058 440
Bank Name:
广东华兴银行广州天河路支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