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the Ground Up (Kindergarten - Grade 2)
Session 1: June 18th - June 29th
Does your child like the outdoors? Do they enjoy exploring? Look no further! In the first session
of the KIS summer program students will put on their rubber boots and become backyard
explorers. These little backyard scientists will be involved in a variety of fun, collaborative, and
active learning experiences. They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a new and exciting
challenge each day and use creative thinking to problem solve–just like real scientists!
Participants will also hike, swim, dance, create, play, and learn while building long lasting
friendships along the way. Each week will conclude with an off-site activity that will help
culminate the week’s events. They will make memories that will last a lifetime while having fun
and learning new things. It is going to be a fantastic two weeks. We hope to see you there!

To the Moon and Beyond (Kindergarten - Grade 2)
Session 2: July 2nd - July 13th
Calling all future astronauts! The second session of the KIS summer program is designed just
for your child. Participants will become little astronauts and explore outer space. Your child will
be involved in a variety of fun, collaborative, and active learning experiences. This exciting
session will focus on the science of the night sky. During the two weeks, participants will
explore the wonders of science while designing, making, and creating amazing projects. Other
learning opportunities will include sports, music, swimming, investigating and recreational
activities. Each week will conclude with an off-site activity that will culminate the week's events.
Come join us for a fun, physical, hands-on, academic, and exciting two weeks.
지면 위로부터 (유치원 - 2학년)
세션 1 : 6월 18일 – 6월 29일
당신의 자녀가 야외 활동을 좋아합니까? 그들이 탐험하는 것을 즐기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KIS여름 프로그램의 첫 번째 세션에서 학생들은 고무 장화를 신고
뒤뜰에서 탐험가가 될 것입니다. 이 뒤뜰의 작은 과학자들은 다양한 재미있고 협력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학습 경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새롭고 흥미진진한 도전을 경험하고
창의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진짜 과학자들처럼 말이죠!
참가자들은 또한 오랫동안 지속될 우정을 쌓으면서 하이킹 하고, 수영 하고, 춤을 추고, 창작하고,
놀고 그리고 배울 수 있습니다. 매주 활동은 행사의 최고가 될 야외 학습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들은 재미를 느끼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동시에 평생 동안 지속될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환상적인 2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이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달과 그 너머로 (유치원 - 2학년)

세션 2 : 7월 2일 - 7월 13일

모든 미래의 우주 비행사들을 찾습니다! KIS여름 프로그램의 두 번째 세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작은 우주 비행사가 되어 우주 공간을 탐험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다양한 재미 있고, 협력적이며, 적극적인 학습 경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미있는 시간은 밤 하늘의 과학에 대해 초점을 둘 것입니다. 2주 동안, 참가자들은
놀라운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만들고, 창조하며 과학의 경이로움을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학습 기회에는 스포츠, 음악, 수영, 탐구, 여가 활동이 포함됩니다. 매주 활동은 행사의
최고가 될 야외 학습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2주간 즐겁고, 육체적이며, 실질적이며, 교육적인
신나는 시간을 보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