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청소년재단(Washington Youth Foundation)

                                   청소년 방과후 및 주말학교 (After School & Weekend School) 

                                                                  &  청소년 양육 및 지도력 개발(Youth Care Service) 프로그램 안내

워싱턴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자녀들에게 미국 속의 한국인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워싱턴청소년재단(Washington Youth Foundation)에서 프로그램을 안내

해 드립니다. 정직과 산뢰가 사라지는 이 세대에 건전한 정신을 품은 성실한 미래의 꿈나무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기간: 겨울 및 겨울방학(12월 - 2017년 1월 31일, ), 봄학기(2017년 2월 1일 - 6월 10일),  

  자녀와 학부모를 위한 특강: “꿈이 있는 세대여!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성하라! (강사: 강혜영 박사, 기독교교육박사 ) 
  일시 및 장소: 12월 10일(토요일) 오후 3:00  베다니장로교회 제2 교육관 (김영진 목사)

초등학교  방과후  데이케어 

및  영어/수학 교실
중학생 영어/수학교실

고등학생

SAT 교실 
태권도 교실

플롯  및  바이올린  교

실
미술교실   지도력 특강   청소년 삼당 및 멘토링/특강

일시 매주 화/목반 오후 3:00-6:00

토요일반 오후 3:00-5:00

매주  화목반  오후 

3:00-6:00

토요일반  오후 

3:00-5:00

매주  화목반 

오후 3:00-6:00

토요일반 오후 

3:00-5:00

토요일반 

오후3:00-5:00

토요일반 

오후3:00-5:00(태권

도)

토 요 일 반 

오 후

3:00-5:00

  

일시:2016년  12월  10

일 토요일 

오후 3시

       2016년-2017년

강사
      MCPC 교사   MCPS 교사  MCPS교사    JK Cho    Eun Cho

H a r l e e n 

Moon

    

깅사:강혜영 박사 

청소년재단 스태프 및 상담가 

및 사회 지도자 및 특별강사

내용

레크레이션 및 책읽기 및 

영어 수학 지도

Algebra

Geometry

Reading 

Writing

SAT I,II
태권도 기본 및 예

절, 정신교육

플롯  및  바이올린  기

본

자연과  사

람을  보는 

창의적  마

음배양

친구관계,  운전,  마

약, 자기관리, 가정생

활, 및 스트레스 상담 

및 멘토링 교육

학교생활/사회생활/가정생활/특

별활동에  관한  상담  및  보호  및 

지도

학생들과 일대일 및 그룹지도

등 록

비

     무료 (10회기준)    무료 (10회기준)
무료 ( 1 0회기

준)
무료 (10회기준) 무료 무료    열린 강의 무료

모든 교재비와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는 개인이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소
베다니장로교회(김영진 목사)  제 2교육관 1층 102호/103호 (1200 Quince Orchard Blvd. Gaithersburg, MD 20878) 

  



* 본 재단은 미연방정부와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에 정식으로 등록된 비영리기관으로서 카운티의 지도와 협력하에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워싱턴청소년재단 이 사 장 김성도 목사  

                                      연락처: 301-742-0691(이사장)/301-742-0692(사무총장)/240-625-5276(프로그램디렉터)

차 량

운행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은 등록비가 추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