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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CAMPS

Wondering where to take the kids during 

those hot summer days in Suzhou? Hoping 

their English language skills will improve? 

Enroll them in SSIS English Language 

Learning Camp.   
English Language Learning Camp  

for Kindergarten-Grade 5   
This camp is perfect for younger students to improve 

their English, try new things, make new friends and have 

fun doing it! Appropriate for non-native English speakers.  
Language & Technology Camp 

for Grades 6-8  
Middle school students will get the chance to explore 

the exciting world of technology while practicing their 

English skills. Appropriate for non-native English 

speakers.  
English Essay Writing Camp 

for Grades 9-10  
Campers will be challenged daily in order to improve their 

English writing skills. Appropriate for non-native English 

speakers.   

还在苦恼如何安排孩⼦度过这个炎热的夏天吗？ 
想要提⾼您孩⼦的英语⽔平吗？ 
那就带他们来参加苏州新加坡国际学校的英语暑期课程吧！  
⼤班—5年级英语课程：  
本课程适合年龄较⼩、英语⾮母语的学⽣，旨在提⾼他们的英
语能⼒、尝试新事物、结交新朋友，更重要的是让孩⼦们享受
学习英语的乐趣！  
6—8年级英语&科技课程：  
本课程为初中学⽣设计，能够让学⽣在探索科技奥秘的同时，
提⾼英语能⼒。本课程适合英语⾮母语的学⽣。  
9—10年级英⽂写作课程：  
该课程旨在提⾼学⽣们的英⽂写作能⼒。本课程适合英语⾮母
语的学⽣。  
쑤저우에서 무더운 여름 동안 자녀들과 어디에 갈까요? 자녀
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 시길 원하시나요?  SSIS의 영어캠
프에 등록해 보세요.  
유치원에서 5학년 자녀들을 위한 영어학습 캠프  
어린 자녀들을 위한 영어학습, 새로운 도전, 새로운 친구, 재
미난 활동으로 꾸며진 최적의 캠프입니다. 영어를 배우려는 
자녀들에게 맞추어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학년에서 8학년 자녀를 위한 영어와 테크놀로지 캠프  
중학교 자녀들을 위한 영어습득과 테크놀로지 체험 활동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입니다. 영어 습득을 위한 자녀들에게 맞추어
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학년에서 10학년을 위한 영어 에세이 캠프  
자녀들의 영어 작문 실력 향상을 위한 도전 과제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자녀들에게 맞추어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NGLISH CAMP REGISTRATION

From July 2nd to 27th camper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on their English skills, swim in the SSIS pool, 

make some cool pieces of art and some new friends. 

Improve their English and make new friends this 

summer!  
Camp Dates July 2nd to 27th  
Camp Hours 9:00am - 4:00pm  
• Class Sizes are limited.  

• Camp shirt, lunch and supplies included.  

• Grade Level as of August 2018.  
学⽣将在暑期课程中提⾼他们的英语能⼒，体验游泳课，制作
有趣的艺术品，并交到新朋友。  
课程⽇期：7⽉2⽇—27⽇ 
课程时间：早上9点—下午4点  
• ⼩班授课模式 
• 学费中包括课程T恤、午餐以及教材费 
• 年级划分按照2018年8⽉⼊学年级  
7월 2일부터 7월 27일까지 캠프 참가 학생들은 새로운 친구
들과 함께 영어실력 향상과 함께 SSIS 수영장에서 수영 교실, 
다양한 미술 실습을 하게 됩니다. 영어 실력도 늘리고 새로운 
친구도 만들어 보세요!  
캠프 기간 7월 2일에서 7월 27일 
캠프 시간 오전 9:00에서 오후 4:00 
• 학급은 정원제입니다. 
• 캠프 유니폼 상의, 점심식사, 교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18 가을학기 학년과 동일한 학년으로 참가합니다.

Fee for Regular Registration  

(before or on 1 June): 13,700RMB 

普通报名费⽤（截⽌⾄6⽉1⽇） 13,700RMB 

일반 등록시 수업료 (6월1일 이전): 13,700RMB  
Fee for Early Bird Registration  

(before or on 31 March): 12,200RMB 

提前报名费⽤（3⽉31⽇或之前）：12,200RMB 

사전 등록시 수업료 (3월31일 이전): 12,200RMB  
Transportation Fee : 交通费⽤ / 교통비 

SIP/园区/원구: 1,000RMB 

SND/新区/신구: 1,500RMB 

* Other/其他区域/다른	지역: 2,500 RMB  
* Please email summerprogramme@mail.ssis-suzhou.net 

for more information.  

相关信息请联系 summerprogramme@mail.ssis-

suzhou.net 
이와	관련하여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summerprogramme@mail.ssis-suzhou.net 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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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CAMPS
Wondering where to take the kids during those hot 

summer days in Suzhou? Hoping their Chinese language 

skills will improve? Enroll them in our Chinese Language 

& Culture Camp!  
Chinese Language & Culture Camp  

for Kindergarten-Grade 8  
This camp aims to improve your child’s confidence in 

speaking and writing Chinese, while developing a greater 

appreciation for Chinese culture! Appropriate for non-

native Chinese speakers.  
IB Chinese Readiness Camp  

for Grades 9-10  
Campers will be challenged daily in order to prepare for 

the DP exam with a focus on reading and writing in 

Chinese. Appropriate for non-native Chinese speakers.  
쑤저우에서 무더운 여름 동안 자녀들과 어디에 갈까요?  자녀
들의 중국어실력을 향상시키 시길 원하시나요?  SSIS의 중국
어와 문화 캠프에 등록해 보세요.  
유치원에서8학년 자녀들을 위한 중국어 학습과 문화 
캠프 
자녀들의 중국어 회화와 작문 실력을 향상하며 중국 문화를 
탐구하는 활동으로 꾸며진 캠프입니다.  중국어를 배우고 습
득하려는 자녀들에게 맞추어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9학년에서 10학년을 위한 IB과정 준비 캠프 
자녀들의 중국어 DP과정의 시험 준비를 위한 독서와 작문에 
초점을 둔 과제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중국어 실력 향
상을 위한 자녀들에게 맞추어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CHINESE CAMP REGISTRATION

From June 25th to July 6th camper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enjoy a variety of cultural activities such 
as Chinese language instruction,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calligraphy and more. Improve their Chinese 
and make new friends this summer!  
Camp Dates June 25th to July 6th 
Camp Hours 9:00am - 4:00pm  
• Class Sizes are limited.  
• Camp shirt, lunch and supplies included.  
• Grade Level as of August 2018.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캠프 참가 학생들은 중국어 실력 
향상과 함께 전통 악기, 서예, 등의  다양한 문화 활동 실습을 
하게 됩니다. 중국어 실력도 늘리고 새로운 친구도 만들어 보
세요!  
캠프 기간 6월 25일에서 7월 6일 
캠프 시간 오전 9:00에서 오후 4:00  
• 학급은 정원제입니다. 
• 캠프 유니폼 상의, 점심식사, 교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18 가을학기 학년과 동일한 학년으로 참가합니다.  
Fee for Regular Registration  

(before or on 1 June): 6,700RMB 

일반 등록시 수업료 (6월1일 이전): 6,700RMB  
Fee for Early Bird Registration  

(before or on 31 March): 6,200RMB 
사전 등록시 수업료 (3월31일 이전): 6,200RMB  
Transportation Fee : 교통비 

SIP/원구: 500RMB; SND/신구: 750RMB 

* Other/다른	지역: 1,250 RMB  
* Please email summerprogramme@mail.ssis-suzhou.net 

for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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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TODAY!  

 
 
 
 
 
 
 
 

www.ssis-suzhou.net 

EMAIL: summerprogramme@mail.ssis-suzhou.net  

CALL: +86 (0)512 6258 8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