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thly Tuition & Fees 
 

N.E.W. Christian Academy 201-592-8611  www.newca.net 

 

Effective July 2018 – June 2019 (2018 년 7 월 부터 2019 년 6 월 까지 적용) 

Four/Five in Sept 2018 

만 4 세/5 세 (9 월 기준) 

School Hour 정규반 

8:45 - 3:00 

Ext. School Hour 연장반 

8:45 – 4:30 

Extended Care 종일반 

8:00 - 6:30 

Monthly Add’l Hour 

월별 한시간 연장 

Kindergarten (킨더가든) $695 $785 $895 $70/$62 
$53/$37/$20 PreK-4 (4 세 반)  $680 $770 $880 

 

Three in Sept 2018 

만 3 세 (9 월 기준) 

# of days 
per week 

Half Day 
9:00 - 12:45 

School Hour 
9:00 – 3:30 

Ext. School Hour 
9:00 – 5:00 

Extended Care 
8:00 – 6:30 

Monthly Add’l Hour 

월별 한시간 연장 

5 days $540 $710 $805 $920 $75/$65/ 
$56/$38/$23 3 days - $535 $605 $690 

 

Nursery 
# of days 
per week 

Half Day 
9:15 - 12:45 

School Hour 
9:15 – 3:45 

Ext. School Hour 
8:45 – 5:15 

Extended Care 
8:00 – 6:30 

Monthly Add’l Hour 
월별 한시간 연장 

31 months-old & up 

31 개월 이상 

5 Days $575 $785 $930 $1,030 $80 / $70 
$60 / $43 / $25 3 Days - $585 $695 $770 

25-30 month-olds 

25 - 30 개월 

5 Days $640 $885 $1,050 $1,170 $90 / $75 
$60 / $45 / $30 3 Days - $660 $785 $875 

18-24 month-olds 

18-24 개월 

5 Days $690 $980 $1,160 $1,300 $100 / $85 
$70 / $50 / $35 3 Days - $735 $870 $975 

4-days tuition is 87% and 3-days is 75% of 5-days tuition. 4 일 학비는 5 일의 87%, 3 일은 75%로 계산됩니다. 
 

Other Fees (기타 비용) 

Over Time 

초과시간 

5-15 min. (5 분-15 분) 1st Hour  (첫 1 시간) After 1st Hour  (1 시간 후) After Closing (센터 이외 시간) 

$5 $10 $8 per hour (시간당) $1 per minute. 
 

Lunch & Snack   점심과 간식 $90. Snacks are included.  간식 포함.  ( $72 for 4-days/week;  $54 for 3-days/week ) 

Deposit  디파짓 Deposit is equal to 1 month’s tuition, due at the time of registration. 디파짓은 한 달 수업비와 같은 액수이며 등록시 납부. 

Special Activities 

특별활동 

Tae-Kwon-Do, Dance, Piano, Art, Gym and Korean classes are available with additional fees. 

태권도, 무용, 피아노, 미술, 체육, 한글반이 있으며 활동비는 별도 부과됨. 

Trip Fees  소풍비 Admission and bus fees are charged.  입장료와 차량비가 부과됨. 

Administrative 
Fees 

행정비 

● Late Payment Fee 수업료 연체비: $10 for every 5 school days late. 수업일 5 일마다 한번씩 부과됨 

● Returned Check Fee 반송된 수표비: $25 per return 각 반송마다 적용 

● Program Change Fee 프로그램 변경비:$10 (If change does not occur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월중 중간에 변경할경우) 

● Short term registration Fee 단기 등록 접수비: $100 

● Registration Cancellation 등록 취소:  $75 If 24 hours after registration.  등록한지 24 시간 이후. 

   (Forfeiture of deposit if less than 1-month from school starting date. 수업 시작 일부터 한 달 미만일 경우 디파짓을 잃음.) 

● Early Withdrawal Fee 중퇴비: $200 with 1-month notice.한 달 이 전 통보시.    

                                                 ( or entire deposit will be forfeited. 한 달 미만 통보시 디파짓 전액을 잃음) 

 

Discounts (Doesn’t apply to fees and charges.  Eligible family receives only one discount per child.)  할인 (수업비 외의 기타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한 자녀당 한가지 할인만 받습니다.) 

Sibling Discount   

형제 자매 할인 
15% 

Applies to all children except for one child with the highest tuition.  

가장 높은 교육비를 내는 자녀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자녀에게 적용됨 

Pastor’s Child Discount 

목회자 자녀 할인 
10% 

If one or both parents hold a primary job at a Christian organization.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주된 직업으로 기독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시는경우 

Single Parent Discount  

편부모 할인 
10% 

If one or both parents are deceased, or incapacitated.  Doesn’t apply to the divorced.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하셨거나, 근로  불능일 경우 적용됨. 이혼은 해당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