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IS
썸머스쿨
2020

행복한  썸머스쿨이  돌아왔습니다 !

2020년 7월 6일 – 24일
3.5세부터 13세까지 환영합니다.

야외 체험 학습
종일 주간 현장 학습
수영 & 체육
미술 & 공예
영어 실력 향상
컴퓨터 교실

혜택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3시

35,000 바트
매일 오전 간식, 점심, 사고 보험 및 견학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6 (0) 53 110 680 Ext. 104admissions@nis.ac.th, 
sophia@nis.ac.th (汉语) www.nis.ac.th

30,000 바트
조기 납부 프로모션

모든 비용 납부는 2019년 12월 31일
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뜻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모든 자격을 갖춘 NIS 직원들
넓은 실내 및 야외 놀이 시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창의적이고 적절한 나이 때의 활동
실습 경험
놀이를 통한 배움
신나는 교외 현장 학습
입학 시험이 없음

제공되
는 것들

과학 주

역사 주

건강 & 운동 주

이번 여름에 야외 활동에 참여하여 재미있고 쉬운 과학 활동을
시도해 보십시오. 아이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을 수 있는 놀이 및
학습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주변 세계에 대
한 호기심을 장려하기 위하여 과학 용어와 개념을 소개합니다.

 주간 
포커스

아이들을 위한 Health &
Fitness 집중 주를 통해 아이들
에게 중요한 활동적인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의 프로
그램은 일상 생활에서 운동 습
관을 만드는 격려가 필요한 아
이들에게 적합합니다. 에너지와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건강
뿐만 아니라 매일 기분을 맑게
만들어 줍니다.

역사는 균형 잡힌 교육의 중
요한 부분입니다. 역사 공부
를 통해서 아이들의 의사 결
정력과 판단력이 향상 됩니
다. 고대 문명에서 시작하여
웅장한 왕국을 통해 잃어버
린 도시와 전설에 이르기까
지의 전 세계의 매력적인 역
사적 사실을 찾아보세요.

왜 NIS 썸머스쿨
이여야 할까요?

QR 코드로 지원하기

또는 온라인으로 지원하기
www.nis.ac.th/summer2020

admissions@nis.ac.th
sophia@nis.ac.th (汉语)

+66 (0) 53 110 680 Ext. 104



Q:  NIS 2020 썸머스쿨 프로그램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NIS 2020 썸머스쿨 프로그램은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만) 진행되는 3주 프로그램입니다.
 
Q:  NIS 2020 썸머스쿨은 어떤 학생들이 지원 할 수 있나요?
A:  2007년 8월에서 2017년 1월 사이에 태어난 모든 학생들이 지원 할 수
있습니다.
 
Q:  NIS 썸머스쿨 프로그램에 제 아이의 자리는 언제 보장이 되나요?
A:  주어진 기간(지원서를 제출하고 난 7일 뒤) 안에 비용을 모두 납부 하시
면 자리가 보장 됩니다
 
Q:  지원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A:  온라인으로 지원서 제출 ---> NIS 행정처에서 오는 이메일 기다리기 --->
지원 비용 납부 ---> 비용 완납 영수증 받기 (7-14일 이내)
 
Q:  지원서 접수 마감일이 언제인가요?
A:  프로그램의 인기로 인해 매년 2개월 이내에 모든 자리가 다 찹니다. 모
든 자리가 다 차게 되면 프로그램에 더 이상 지원 할 수 없으므로 자리가 있
을 때 빨리 등록 하십시오!
 
Q:  수업 시간은 언제인가요?
A:  수업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이며, 중간에 오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Q:  등교 및 하교 시간은 언제인가요?
A:  등교 시간은 오전 8시 – 8시 20분 사이 입니다.
      하교 시간은 오후 3시 – 3시30분 사이 입니다.
 
Q:  아이들의 수업 스케줄, 선생님, 활동 스케줄 등의 정보는 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7월 5일 일요일은 오리엔테이션 날 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와
함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야 하며, 오리엔테이션은 약 2시간 정도 소
요될 예정입니다.
 
Q:  NIS까지의 교통편은 어떻게 되나요?
A:  NIS까지 오시려면 swkschoolbus.com, 그랩 택시 (Grab Taxi), 현지 택
시, 차 렌탈, 또는 멀지 않다면 걷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Q:  비용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납부는 은행 송금, WeChat Pay 또는 Alipay 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
체크 카드 결제는 NIS 경리과 (Finance Office) 에서만 가능합니다.
 
Q:  신청 취소는 어떻게 되나요?
A:  NIS 경리과에서 은행 계좌를 통해 환불을 해 드리며, 환불과정에서 생
긴 모든 은행 수수료는 고객 부담입니다.
 
1.) 취소 통보가 3월 31일 전에 이루어진다면 학교에서는 원금의75%를 환
불해 드립니다.
 
2.) 취소 통보가 3월 31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
 

썸머스쿨
2020자주 묻는 질문들

admissions@nis.ac.th, sophia@nis.ac.th (汉语)+66 (0) 53 110 680 Ext. 104 www.nis.ac.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