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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어로꿈을키우는영재들의세상에듀프로하바에소중하고귀중한자녀분을믿고맡겨주신부모
님들께다시한번감사드리고, 저를비롯한모든교직원들은에듀프로하바의모든자녀한명한명
의개성과특성에맞게사랑으로가르칠것을약속드립니다. 

미래사회는개개인의창의성이중시되고유아가가지고있는무한한잠재능력을계발하여다양한
세계의여러사람과협력할줄아는사회적능력이요구됩니다. 

영유아기에영어를교육할때영어가목표가아닌수단이되어야하며, 영어를놀이로접하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아이의연령에따른접근이필요합니다. 

5세의시기는영어접근기와영어저장기단계로서원어민선생님과함께자연스럽게영어를재미
있는놀이로자연스럽게받아들일수있도록교육합니다.

6-7세는자연스럽게또래친구들과함께어울리면서즐겁게영어로표현하고영어원서독서를즐
겁게시작하며, 영어에관해스트레스없이다양한자극을통해동기부여를하게되며, 초등학교전
영어로자연스럽게본인의의사를표현하고흥미있는주제에관하여읽고발표할수있는과정을
배우게됩니다.

유아들은스스로학습할수있는능동적학습자이며, 또래나성인의협력자적역할을통해더욱탐
구적인학습자가될것이라고굳게믿는에듀프로하바의교직원모두는유아중심적철학을가지고
유아를사랑하고이해하는전문인으로서정성과애정이넘치는교육현장이되도록더욱최선을다
해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2월

에듀프로하바원장



부모님협조사항

✿원생활

*  매주 금요일 배부되는 에듀프로하바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셔서 전달사항이나 준비물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원하시면 가급적 오후 3시 이후에 해주시고, 방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미리 전화예약 부탁 드립니다. 

* 원아들의 물품 및 자켓 등에 원아의 이름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내

* 차량 도착 시간보다 5분전에 나와서 기다려주세요. 

* 결석 시나 데리러 오실 때는 원으로 미리 연락을 주세요.

* 안전한 하원지도를 위하여, 하원 시 변동사항은 가급적 1시 30분 이전에 연락을 주세요. 

* 부모가 아닌 다른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러 올 경우 원으로 미리 연락 주세요.

* 인솔자가 없이 학원이나 이웃집에 혼자 보내달라는 등의 하원방법은 불가능 합니다.

* 셔틀 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지정된 장소에서 등․하원 하도록 도와주세요.

* 눈․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차량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차량 지도 시 유아가 선생님께 인사를 한 후 등․하원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 드립니다.

* 차량 운행할 때 아이들을 인솔하는 선생님에게 어떤 일을 알리거나 부탁하는 것을 피해주시고
메모를 하여 보내주시거나 원으로 전화주세요. 차량인솔교사는 오직 아이들의 안전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부모님협조사항

✿복장및준비물

* 화요일은 체육복 목요일, 금요일은 원복을 입고 옵니다.

(금요일 야외 활동을 갈 때 체육복을 입을 경우에는 미리 알려드립니다.) 

* 의복이나 신발은 활동하기 편하고 혼자 입고 벗을 수 있는 것을 입혀주세요.

* 멜빵바지, 끈 매는 신발, 후크가 아닌 단추가 달린 바지 등은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아 등원 시 유치원 활동에 불편을 주는 악세사리 및 돈, 시계, 군것질 거리, 만화캐릭터 장난감
및 수첩 등을 원에 가지고 오지 않도록 살펴주세요.

* 가정통신문과과 주간계획안은 매주 금요일에, 식단표와 교육비 안내문은 매월 말에 공지됩니다.

✿등록

* 교육비 납입 방법 :  교육비 납부일은 매월 25일까지 납부합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해주시고(원
아명 입금), 부득이하게 봉투(원아명 기재)에 넣어 보내실 때에는 꼭 원으로 전화나 메모 부탁드립
니다.

* 두 자녀 이상 에듀프로하바에 다니는 경우 각 유아 당 교육비를 5%씩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교육비입금계좌 : 836301-04-142410     예금주 : 에듀프로하바어학원(안상영)
교재비 입금계좌 : 836301-04-143264     예금주 : 에듀프로하바북랜드(안상영)

* 원아캠프/ 학부모 동반 캠프, 발표회(의상 대여비), 앨범비는 별도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협조사항

✿기타

* 부득이하게 결석을 할 경우에는 하루 전에 전화나 메모를 보내주세요.

* 몸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미리 연락을 주시고 약을 보내실 때에는 키즈노트나 전화로 반드시
올바른 복용법을 알려주세요. 1회 투약 할 만큼 약통에 넣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염성 질병(눈병, 홍역, 수족구 등등)의 경우 병.의원 전문 선생님의 진찰로 전염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 원아에게 알러지나 약물 부작용 또는 건강상 유의점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교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외 학습 현장에는 부모님이 참가하지 않습니다.

* 생일선물을 제외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물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입학

* 에듀프로하바 어학원은 정원제이기 때문에 임의로 쉬었다가 다시 다니고자 할 때에는

재입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원이 생길 경우 대기 중인 원아가 우선 승계합니다.) 

* 유치원과 동일하게 방학기간도 교육기간으로 포함합니다. 

* 부득이 여행, 출산으로 장기 결석을 할 때 교재비를 제외한 교육비는 10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즐거운원생활안내

✿행사안내

● 생일파티

* 생일파티는 각 반별로 생일 당일날 그 반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가 이뤄집니다.

* 생일을 맞은 유아는 생일음식을 준비해주시고 반 친구들은 생일을 맞이한 친구를 위해서

만원이하의 작은 선물을 준비해주세요

* 답례품이나 개별포장 음식은 불가합니다. 

● 현장학습

* 현장학습은 교육 목적과 일정에 맞게 연령별로 이루어집니다. 

* 현장학습 시에는 에듀프로하바의 원복이나 체육복으로 입혀주세요

[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지오니 미리 계획안에 공지해드리니 계획안을 확인해주세요.]

✿알림장 (Kids Note 키즈노트) 안내

* 에듀프로하바에서는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인 Kids Note를 통해서 학부모님과 손쉽고 빠르게 소
통하고 있습니다. 

* 원에서 알림장이나 앨범을 작성하는 즉시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키즈노트 앨범을 통해서 학생들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아이디로 최대 5명까지 동시 접속 가능하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유치원생
활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 수업 시간 중 너무 잦은 알림장 작성과 댓글은 수업을 방해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원생활안내

✿준비물

*여벌옷1벌(계절에 맞는 상, 하의, 속옷, 양말),  필기도구 ( 헝겊소재 필통, 연필3개, 지우개/원에

두고 다녀요), 수저통(숟가락, 포크/젓가락),  빨대컵 1(5세/매일 가지고 다녀요), 물컵 1 

(6,7세/스테인레스권장/원에 두고 다녀요), 양치컵 1,  물티슈 2(큰 것),  앞치마(요리용),  칫솔 2, 

치약 1, 개인수건(작은 사이즈/ 매일 가지고 다녀요), 원서 , 발달설문지, 응급처치 동의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추석과 설에는 한복을 입고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한복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도시락과 수저통을 매일 깨끗이 세척하여 가방에 넣어주세요.

-도시락 뚜껑은 플라스틱이라 식기세척기를 이용할 경우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개인 소지품에는 하나하나에 이름을 써주세요.

(원복. 체육복. 점퍼 안쪽에(라벨) 이름을 모두 써 주시고 준비물이나 물품에도

네임펜으로 하나하나에 이름을 써서 보내 주시면 바뀌거나 잃어버릴 염려가 훨씬 줄어듭니다.)



즐거운원생활안내

✿소독
소중한 우리아이의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원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 학부모님들에게는
안심을 아이들에게는 꿈을 키울 수 있는 안전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에듀프로 정기적으로 “세스코”            에서 에듀프로 하바 전 영역실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세스코 서비스 내용>

보행해충 관리, 비래해충 관리, 바이러스,박테리아 , 세정기 서비스, 공기살균정화 서비스

✿피톤치드산림욕기

- 각 교실에 피톤치드 산림욕기 S200을 비치하였습니다. 

- 국내산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피톤치드 성분의 산림욕기로 가습, 공기청정, 새 집 및 헌 집

유해세균 제거기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음이온을 발생시켜 공기를 살균하고

소나무 추출물(피톤치드향)을 카트리지로 적용해 산림욕 효과를 내는것이 특징으로, 

천연 항생제로 작용한 피톤치드가 아토피 증상 및 호흡기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즐거운원생활안내
✿어린이통학차량 '잠자는아이확인장치' 설치

✿화장실도움벨설치

원아들의 안전한 원생활을 위하여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 하였습니다. 

에듀프로 하바 어린이 보호차량에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교실공기청정기완비

아이들이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 웅진코웨이 / 청호 나이스)



즐거운원생활안내

✿식사및간식- 베스트푸드키즈영유아맞춤식단

식품구성 자전거를 통해 6가지 식품군별 균형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분섭취를 강조하여 1일 성인
영양섭취량의 60%에 달하는 1400Kcal의 에너지원을 충분히 공급하여 영유아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식단 작성

식품의약품 안전처 육수류 적정염도 성인기준 0.8%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나트륨 함량을 0.6%이하
로 낮추어 아이들의 건강한 저염식 식단을 구현

음식을 씹어 삼키고 소화시키는 능력이 덜 발달된 영유아를 고려하여 모든 식재료를 최소한의 사
이즈로 절단하고, 유아의 원활한 정장활동을 위해 자극적이지 않도록 매운맛을 조절하여 성인식과
의 차별화된 식단 제공

국내산 농산물의 기본 식재료와 천연조미료 사용, 계절별 제철 식재료 사용으로 자연친화적 건강
식단 구현



즐거운원생활안내

✿ Daily Schedule

시 간 구 분 교 육 내 용

9:00-10:00
등원 및 자유놀이

Greeting & English Song & Play 

10:00-10:20 Circle Time 

10:20-10:50 1교시

♠ 에듀프로하바 영어 유치부 과정

* Language Arts - Phonics, Reading, Picture Diary, Writing 

* Logical Thinking

* Brain Wave

* Smile English

* Song & Movement

* Musical English

* Social Studies 

* Global Manner

* Communication Skill - Speaking, Show& Tell, Story Telling, Presentation 

* English through music

* P.E. 

* KSCP ( Korean Scholastic Credential Program)

10:50-11:20 2교시

11:20-11:30 Break time

11:30-12:00 3교시

12:00-12:30 4교시

12:30-13:30 Lunch time 

13:30-14:00 5교시

14:00-14:30 6교시

14:30-14:45 담임시간/귀가지도



즐거운원생활안내

✿반별이름안내

5세

Apple Tree
Love, Youth, Beauty & Happiness 라는 의미로 영어를 새롭게 시작 하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행복하고

즐겁게 배우고 영어의 흥미로운 마술에 흠뻑 빠지길 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Olive Tree
Peace & Victory & Strength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영어를 처음 시작 하는 친구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북돋아주고 성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세

Lemon Tree
Love & Friendship 이라는 의미로 친구들과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영

어를 사랑하며 친숙하게 지내길 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spen Tree
Determination, Overcoming Fears & Doubts 라는 의미로 Aspen Tree의 의미처럼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스스로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해 보길 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ine Tree
Wisdom & Intelligence 라는 의미로 소나무의 '솔'은 '으뜸'을 의미하여, 나무 중에 으뜸인 곧은 소나무 처

럼 모든 것에 있어 으뜸이고 올바른 어린이가 되길 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Oak Tree
Strength & Courage 라는 의미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자신감을 가지고 멋진 이 시대의 리더

로 자라길 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세

Willow Tree
Balance, Growth, and Harmony라는 의미로 그 동안 배운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영어의 4대 영역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고른 발전과 올바른 방향성을 지향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Maple Tree

Balance, Hope & Promise 라는 의미로 진정한 영어의 능력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학습한 영어

의 각 영역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끊임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과 실천 그리고 연습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운원생활안내

✿ 2020 EDUPRO PLUS CLASS강좌안내

EDUPRO HABA PLUS CLASS(오후 방과 후 특별활동 수업)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친구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과목을 신청해 주시고, 특별활동이 알차고 유익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EDUPRO HABA PLUS CLASS

* 수업방법 : 3개월(12주)씩 4차 수업 (1과목 6만원 / 1개월)

* 수업기간 : 3월 3일 ~ 5월 29일 (12주) / 6 ~ 8월(12주) / 9 ~11월(12주) / 12 ~ 2월(12주)

* 교육비는 매월 납입이며 3개월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 오후 간식 제공합니다. 

* 수강 인원이 미달될 경우 개설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지역에 따라 셔틀이 운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일반 안내 (40만원 / 1개월 )

*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 오후 간식 제공합니다. 

* EDUPRO HABA PLUS CLASS + 종일반 프로그램(숙제 지도, 독서지도)



즐거운원생활안내

월 화 수 목 금

2:30~2:40 Snack Time

2:40~3:30
과 목 놀이체육

창의미술
(유아미술)

원어민선생님과
함께하는

과학 놀이
(Flying Apple)

보드 놀이터
(킨더라벤스)

책별
(독서프로그램-
생태별자리)

교재비 x 8,000원 / 1개월 15,000원 / 1개월 12,000원 / 1개월 15,000원 / 1개월

3:30~4:40 종일반 : 개인별 특별프로그램 (숙제지도 + 독서지도) 및 휴식 / 평가 및 귀가

- 에듀프로 하바 Plus Class 수업: 각 과목당 6만원 (교재비 별도)

- 종일반 친구들은 방과 후 특별 활동을 전부 활동하게 됩니다. (교재비 별도) : 10만원 추가 비용

- 에듀프로하바 Plus Class 수강을 하시면 맛있는 영양 오후 간식이 제공됩니다.

✿ 2020 EDUPRO PLUS CLASS – 5세✿

운영 관계상 교과목 요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즐거운원생활안내

월 화 수 목 금

2:30~2:40 Snack Time

2:40~3:30

(요일별

1과목

선택)

과 목

놀이체육

(교재비 X)
창의미술
(유아미술)

책별
(독서프로그램-
문화별자리)

보드 놀이터

(킨더라벤스)

원어민선생님과
함께하는

쿠킹 체험
(Ready, Set, 

Cook!)

원어민선생님과
함께하는

체험 과학
(Flying Apple)

교재비 15,000원 / 1개월 8,000원 / 1개월 15,000원 / 1개월 12,000원 / 1개월 15,000원 / 2개월

3:30~4:40 종일반 : 개인별 특별프로그램 (숙제지도 + 독서지도) 및 휴식 / 평가 및 귀가

- 에듀프로 하바 Plus Class 수업: 각 과목당 6만원 (교재비 별도)

- 종일반 친구들은 방과 후 특별 활동을 전부 활동하게 됩니다. (교재비 별도) : 10만원 추가 비용

- 에듀프로하바 Plus Class 수강을 하시면 맛있는 영양 오후 간식이 제공됩니다.

- 월요일 프로그램은 놀이체육과 체험과학 중 1과목을 선택해주세요.

✿ 2020 EDUPRO PLUS CLASS -6세✿

운영 관계상 교과목 요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즐거운원생활안내

월 화 수 목 금

2:30~2:40 Snack Time

2:40~3:30
과 목 놀이체육

원어민선생님과
함께하는

Project Art
(미술활동)

원어민선생님과
함께하는

체험 과학
(Flying Apple)

원어민선생님과
함께하는

보드놀이터
(멘사 토브토리)

책별
(독서프로그램-
역사별자리)

교재비 X 23,000원 / 2개월 15,000원 / 1개월 15,000원 / 1개월 15,000원 / 1개월

3:30~4:40 종일반 : 개인별 특별프로그램 (숙제지도 + 독서지도) 및 휴식 / 평가 및 귀가

- 에듀프로 하바 Plus Class 수업: 각 과목당 6만원 (교재비 별도)

- 종일반 친구들은 방과 후 특별 활동을 전부 활동하게 됩니다. (교재비 별도) : 10만원 추가 비용

- 에듀프로하바 Plus Class 수강을 하시면 맛있는 영양 오후 간식이 제공됩니다.

운영 관계상 교과목 요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2020 EDUPRO PLUS CLASS – 7세✿



✿놀이체육

교육적 효과

즐거운원생활안내



✿ FLYING APPLE (영어로 배우는체험과학)

즐거운원생활안내

미국, 영국 학교의 과학 수업이
우리아이들 교실로 쏘~옥!
영어로 생태체험과 실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

상황 영어 능력이 쑤~~욱!

공작과 실험을 통해 다양한 상황의 영어능력이
쑤~욱!

발표를 통해 자심감 쑤~욱!
체험과 실험내용 발표를 통해서 영어사용
빈도가 증가되면서 자신감도 쑤~~욱!

네 가지 영역 골고루 쑤~욱!
스토리를 통해 읽고 듣기 능력, 발표를 통해 말하
고 듣기 능력, 실험일지 작성을 통해 쓰기 능력
쑤~욱!

1 2

3
4



✿창의미술 ( 유아미술 )

만들고 그리며 노는 과정에서 아이의 마음이 가장 자유롭게 펼쳐지도록 창의적 표현, 생각을

이끌어내는 아이들의 이야기 미술 프로그램 입니다.

즐거운원생활안내



✿ (명화와함께하는프로젝트아트 )

즐거운원생활안내

세계의 명화를 중심으로 교과과정에 맞는 주제로 , 원어민 선생님과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미술 표현 능력을 높여주는 시간입니다. 

동, 서양화가들의 그림을 통해 예술적인 감각을 높이고, 다양한 활동으로 사고를 확장시켜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동시에 키워주는 주제중심의 통합 미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Space / Town Shape / Spring Family / Animals

Bugs / Summer Transportation / Autumn World / Winter



(수학적사고력프로그램)

즐거운원생활안내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게임을 즐기다 보면 아이들은 어느 새

세상의 다양한 규칙과 원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게임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신중한 판단력이 향상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즐기는 과정에서 대인관계 능력과

언어능력이 함께 향상됩니다.

✿보드 놀이터 ( 킨더 라벤스 )

유아기 사고력 교육왜 중요할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해 보면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한 결정적 시기입니다.



✿책별 - 즐거운책읽기( 놀이가중심이되는독서프로그램 )

즐거운원생활안내

인문학적 감각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추도록 풍부한 경험을 쌓아가는 책별이야기

5세
생태별자리

6세
문화별자리

7세
역사별자리



✿보드놀이터 (멘사토브토리)

멘사 토브토리는 두뇌개발용 학습교구인 멘사 선정게임을 통해 에듀프로 하바 친구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력과 종합적인 판단력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된 프로그램입니다.

게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규칙을 이해하며 지키는 힘과 지는 것도 소중한 경험임을 알고 인정
하는 힘, 함께 한 친구를 배려하는 힘, 정형화된 결과가 아닌 다양한 전략, 전술과정을 찾는 힘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즐거운원생활안내



✿쿠킹체험 (Ready, Set, Cook!)

스토리와 함께하는 요리 수업입니다. 클래식 동화로 꾸민 픽션 스토리와 정보가 가득한 논픽션
스토리를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읽고, 신나는 쿠킹까지!!! 재료를 만지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면
서 오감이 발달되며 자신감과 성취감이 고취됩니다.

스토리 리딩과 쿠킹을 결합하여 학습함으로써 영어는 물론 수학,과학의 개념도 쌓을 수 있습니
다. 또한,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배운 내용은 놀이로 기억하되 뛰어난 학습효과를 보입니다. 

즐거운원생활안내



즐거운원생활안내

✿ Yearly Activity Plan

Events Events Events 

March 

My kindergarten

July 

Summer

November 

Environment

* School Open 

* I love Edupro Haba!

* St Patrick's Day

* Musical

* Aqua Play

* Visit the Farm

* Theme Party - Summer Fun 

* Summer Vacation 

* Visit the Farm

* Amsadong of a prehistoric

* English Cooking

* Class Performance

April 

Spring

August 

Transportation

December 

Winter

* English Cooking 

* Farm Visit (Seeding)

* Puppet show 

* Spring picnic 

* Happy Zoo

* Theme Party 

* Indoor Playground 

* Market Day

* Children Education Center

* Indoor playground

* Puppet Show

* Christmas Party

* Winter Vacation 

May 

Myself, family,& neighbors

September

Multi-Culturalism

January

New Year

* Children's Day 

* Parent's Day 

* Visit the Farm (Watering)

* Class performance

* Farm Visit (Seeding Vegetables)

* EduproHaba Camp

* Happy Zoo

*Making "SongPyeon“

* Happy Zoo

* Kids Olympic

* English Cooking

* Indoor playground

June 

Animals

October 

Fall

February

Teacher & Friends

* Visit Soma Museum

* Farm Visit 

* Theme Party 

* English Cooking 

* Fall picnic 

* Fall Olympics 

* Musical

* Halloween Party 

* New Year's Folk Game

* Color Day

* Graduation

* Class Party

< 위 스케쥴의 세부 일정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 혹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