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여름학교는 다음과 같은  

특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특화된 교육을 자신있게 제공합니다!  

KUCP Summer School Provides Unique Education as follows! 

 특화된 교사 Uniquely Specialized Faculty Members 

o 교감이 교육학 전문담당자 Education Management Specialized Director 

o 다수의 현직 정교사 Multiple Certified Teachers  

o 과목별 특별 전문 교사 및 전문가 Specialized Teachers and Experts 

 특화된 과목 Uniquely Specialized Subjects 

o 기본과목인 Math, Reading, Writing, Arts & Crafts, Sports, ESL에 

더하여 아래의 과목 제공 

o 학년별 구분 Specialties by Grades 

▪ 5~7학년 (5th~7th) 

1) 인터넷 코딩(HTML, CSS, and JavaScript) Coding, 프로그래밍 

Programing provided by very renown expert scientific education 

group 저명한 전문과학교육자 그룹인 B.D.S. code and design 

academy가 최고의 교육을 제공함 

2) 한국문화와 역사 Korean Culture & History (찾고, 쓰고, 

발표하기 Research, Writing and Presentation) 

▪ 2~4학년 (2nd~4th) 

1) STEM Project (화학, 물리학, 공학의 기초 Introduction of 

chemistry, physics, & engineering) 

2) 한국문화와 역사 Korean Culture & History (사물놀이) 

전문가에게 배우기 Instructed by professional Korean Dance 

Instructor 

▪ K~1학년 (K~1st): Science Experiments, Zoo on Wheels, 한글  

o 전체가 다함께 Altogether 

▪ 물과 수돗물에 관해 배우기 Learning about water and tap water  

(전, 필라델피아 수도국장 former Philadelphia Water department 

Director) 

▪ 빵 만들기 Baking Class  

(Pastry Chef, Philadelphia Culinary School Graduate) 

▪ 매일 예배 Daily Worship  

(Pastor from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 바느질 Sewing Class (Local Sewing Camp전문가 Expert) 

▪ Franklin Institute 관람 Daytrip (특별전시회 관람 Special Exhibition) 

▪ 한국어, 한국문화 Korean, Korean Culture (공기, 윷놀이, 팽이치기, 

딱지, 제기차기, 탈춤 등등)배우기 

▪ 영화 감상 후 비평, 토론 기술 배우기 Using movie to learn how to 

critique  

▪ 기독교적 박애주의 배우기 Learning about Christian Philanthropy 

(그림을 통해 모금하는 과정과 군인들에게 위문편지 보내는 

과정을 통해 via fundraising through painting and sending letters to 

soldiers) 

▪ 환경문제에 관해 배우기 Learning about environmental issues 

▪ 학예회 Special Presentation to parents (마지막 날 On the last day) 

▪ 운동회 Filed Day & Games (마지막 날 On the last day) 
 



 특화된 식사 Uniquely Specialized Meal 

o 칼로리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 Balanced Calorie & Nutrition (아침간식, 

점심, 오후간식, snacks morning and afternoon, not to mention lunch) 

o 환경보호를 위해, 1회용기 사용을 중단, 친환경 식판, 수저(포크), 

물병(개인당분배) 사용 Use of Stainless Steel Plates, silverware and 

individual water bottles for environmental lesson 

 

 특화된 환경 Uniquely Specialized Environments 

o 충분한 교육환경, 교실, 교보재 제공 Spacious Education Environment, 

Class Rooms, Materials 

o 안전한 실내외 체육시설과 놀이터시설 Safe Sports and Play Facilities 

 

 특화된 교통 Uniquely Specialized Transportation  

o 학생들이 1시간 이상 차에 타지 않도록 라이드 계획 수립 Under-one-

hour Ride Plan 

o 지역별 Carpool제도 수립 및 적극 활용 Regional Carpool Plan 

 

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등록해 주십시오!  

 Please Register Based on Information Below! 

 

 대상 For Whom 

o 유치원(Kindergarten)~7학년  

(2017년 9월기준 As of September 2017) 

 

 기간 When 

o 2017년 7월 5일(수)~8월 11일(금)  

(매주 월~금 9 a.m. ~ 3 p.m. Mondays ~ Fridays) 

 

 비용 Fees 

o 등록금 Tuition:  

1) $600(첫째), $550(둘째), $450(셋째)  

[개인교재 Textbooks, Daytrip비용 별도] 

o 라이드 Ride:  

1) 왕복 Both Ways: $300(첫째), $200(둘째), $150(셋째) 

2) 편도 One Way: $150(첫째), $100(둘째), $75(셋째) 

 

 등록 Registration 

o 제한 Limit by Number: 선착순 70명 

o 마감 Limit by Date: 2017년 6월 17일 

o 원서 Form: 교회사무실 Church Office또는 www.kucp.org  

o 장소 Place: 교회사무실 또는 우편  

       (Attn: Jung Lee/ 1200 W. Cheltenham Ave., Phila., PA 19126)  

 

 연락 Contacts 

o 이정우 교감 Director Jung Lee(267-243-9195) 

o 교회사무실 Office(215-927-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