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mmer School 2019  

July 8th - Aug. 23rd (7weeks) 
Kindergarten - 2nd Grade as of Sept. 2019 

NEW Christian Academy 201-592-8611 www.newca.net 

 

N.E.W.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여름학교는 새학년 진급 준비와 다양한 여름 활동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새로운 교재로 공부하고 활동을 함께하며 소중한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합니다. 학습과 

재미있는 활동이 공존하는 여름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자신감 있게 새학년을 맞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N.E.W. Christian Academy’s summer school is designed to prepare children for the new grade level through providing new academic 

materials and various summer activities. We help them to create memories with friends while strengthening their mind and body, and to 

become more confident as they start new school year.  
 

Curriculum 
NEWCA 현직교사, 또는 근교 공립, 사립학교 교사와 다음 학년에 필요한 전과목을 예습/복습합니다. 

Current NEWCA teachers or teachers from public and/or private schools will be doing review and preview of all subjects for next grade level.  
 

Summer Event 

Field Trip –       과학센터 또는 자연박물관에 견학을 갑니다.   

 Children will visit a science center or museum.   

Reptile /Animal Show –  전문 조련사가 가져온 여러 동물을 보고 만지고, 또한 동물들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A show and tell by a professional animal trainer and a chance for children to see, touch, and learn. 

Mini Olympics – 가까운 공원에서 학급별 대항 릴레이와 게임을 하며 자연속에서 체력을 단련합니다.  
                         Children will have games and relays as a team in a nearby park for a day of exercise in nature. 
 

Swimming  
일주일에 2 회씩(총 10 회) 대절된 버스를 타고 팰리세이즈팍 수영장에 갑니다. 키디풀 (45cm 깊이)에서 물놀이를 

하기도 하고 또 1 미터 깊이의 수영장에서 라이프 가드의 지도아래 수영 그룹 레슨을 받게 됩니다. 비용과 정확한 

스케줄이 있는 신청서는 여름학기 시작하기 전에 나누어 드립니다.  

 

Children will go to the Palisades Park Swim Club twice a week, for total of 10 times, on a chartered yellow school bus.  They will be playing 

in a kiddie pool (1.5 ft deep) and will taking swimming lesson in an intermediate pool (3 ft deep) under the supervision of Palisades Park 

Swim Club’s lifeguards. Registration form with fees and information will be distributed before the summer school starts.  
 

Special Activities  
공작과 미술, 한글, 피아노 등의 특별활동반이 있습니다.  비용과 정확한 스케줄이 있는 신청서는 여름학기 

시작하기 전에 나누어 드립니다.  

Arts & Craft, Korean, and Piano classes are available as special activity during the summer.  Registration form with fees and information will 

be distributed before the summer school starts.  
 

Summer Tuition 

School Hour (8:45-2:45): $1550 ($120 additional hour) for 7 week program  

Extended Care (8:00-6:30): $1900 for 7 week program   

*여름 학비에는 교재비와 견학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점심, 특별활동 그리고 수영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Summer tuition includes text book and field trip fees. Lunch, swimming and special activity fees are additional. 

*현 NEWCA 학생이 아닌경우에는 등록비 $100 을 내시게 됩니다. 이 학생들은 4 월까지 등록 하시면 $100, 또는 5 월 15 일 

까지 등록하시면 $50 할인 받으십니다. 

  There will be a registration fee of $100 for the children who are not enrolled in NEWCA currently. They are eligible for early registration 

discount of $100 if registered by April or $50 discount if registered by May 15th.  

* 6월 24일- 7월 3일;  8월 26 일 – 8월 30일 방학동안 센터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enter Program will be available for recesses before and after the Summer Program. (June 25th – July 3rd & Aug 23rd – Aug 31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