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위치한 곳
브룩클린

Extreme Kids & Crew Red Hook Space
71 Sullivan Street (피.에스. 15 내)

Brooklyn, NY 11231

퀸즈
Extreme Kids & Crew Ridgewood Space

62-85 Forest Avenue (피.에스. 71내)
Ridgewood, NY 11385

다음에 멈추는 곳 – 브롱스!

또한, 우리가 위치한 장소들 외에서도 많은 행사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일일 일 정과 최신 행사 

내용을 알기위해서는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고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347) 410-6050
info@extremekidsandcrew.org

extremekidsandcrew.org

발견하게될 것
“탁월한 아이들 (Extreme Kids & Crew)”을 
방문하시면, 놀이와 창작의 장소들로 바뀐 두 
교실을 보실 것입니다. 한 교실은 활기를 불어넣거나 
진정시키기위한 감각적인 체육 기구들로 채워져 
있고, 다른 교실은 상상력 자극 놀이를 위한 미술 
도구들 과 장난감들로 채워져있습니다. 함께 
놀이하며, 새 친구들 만들고, 서로 정보와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리고 온전히 수용의 분위기에 머물면서 
모두 최고의 시간 을 갖게 됩니다.

저희 체육관들은 통상 육체적 그리고 직업적 치료 
전용의 감각적 기구들로 채워 져 있으나, 저희는 치료 
강좌들을 제공하거나 주최하지는 않습니다.

2011년부터 주목받고 있는 

http://www.extremekidsandcrew.org/
https://www.facebook.com/extremekidsandcrew/
https://twitter.com/edextremekids
https://www.instagram.com/extreme_kids_and_crew/
https://www.youtube.com/channel/UCTO8AN0Uah-ZTi1VxVXk8QQ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놀이가 재밌을 뿐아니라 아이들의 사회적 
그리고 감성적 발달을 위해서 도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특출하게 만드는 것을 
바꾸도록 요구하기 보다는, 그들이 가진 여러 
재능들로 인해 아이들이 축하를 받아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장애를 갖고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특히 중시하려고 노 력하며, 소속감, 존중, 
공평한 접근 및 창작력을 조성하기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 “탁월한 아이들 (Extreme Kids & 
Crew)” 은 장애아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연 결되고, 
창작하며 배우는 놀이-공간을 제공합니다. 예술과 
놀이에 근거한 프로그  래밍을 통해, 아이들은 그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우정을 형성해 갑니다. 우리 
의 가족 교육과 지원 서비스는 부모들에게 자녀들과 
자신들을 지키기위해 필요 한 지식과 감정적 자원을 
갖출 수 있게 해드립니다.

예술과 놀이 프로그램
우리는 전체 가족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여름 캠프, 
그리고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프로그램들은 운동, 음악반, 부모 연수회, 그리고 매월 
의 미술반과 음악회들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가족반들은 
차등제/능력에 따른 지 불제이나 대부분의 저희 
프로그램들은 무료입니다. 우리의 가장 최근 프로그램 
들은 저희 웹사이트의 행사 메뉴를 참조하시거나 
페이스북 상에서 저희를 찾으 시기 바랍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지원 저희는 뜻밖의 도움을 주는 우리의 
여러 기부자들의 재정적 지원으로 성 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으로 가입하셔서 일회 
기증이나 매월 지속적 기부를통해 저희가 “
탁월한 아이들 (Extreme Kids)”의 프로그램과 
공간들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 기부하시거나 수표를 “탁월한 아 
이들과 팀 (Extreme Kids & Crew)” 71 Sullivan 
St., Brooklyn, NY 11231。

자원봉사 자원봉사자들은 저희 팀의 매우 중요한 
일부입니다. 스탭들과 함께 자원봉사자들은 각 
아이들의 관심과 생각들에 대한 열린 마음과 
진실된 열정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참가하는 
참여자들에 의한 놀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스꽝 스럽게 되고자하는 의향이 필수적입니다! 
자원봉사자가 되고자 하시면 저희 웹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我야외 놀이, 매월 음악회, 그리고 
부모들과 돌봄이들을 위한 강의들을 

포 함한 대부분의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참가비가 있는 반들은 모두 차등제/
능력에 따른 지불제입니다. 참가비가 부족하다고 
거절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 다!

“Extreme Kids 7 Crew”은 501 씨(c)3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Translated by Asian/American Center of Queens Colle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