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발달 평가서 

1 월 마지막 주에 각반 담임교사가 작성한 어린이 발달 

평가서 (Child’s Progress Report) 가 자녀를 통해 

가정으로 전해집니다.  어린이 발달 평가서는 아이의 

발달 진도와 학교 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영역의 

발달 성향들을 알려드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평가서를 다 

읽으신 뒤 질문이나 의논 사항이 있으신 분은 담임 

선생님과 예약하신 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서는 검토하신 뒤 담임선생님께 되돌려 주시기 

부탁드리며 등교한 기간이 2 개월 미만인 아이는 

평가서를 받지 않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 년 새해에도 각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각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아이들의 모든 활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아이들 

하나 하나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께서 각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개성을 키우는 교사와 학원이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주차 
원활한 등교를 위하여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오전 8:55 과 9:10 사이에 Drive-Thru Drop Off 를 매일 

실시합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등, 하교시 주차 하시는 경우에는 “3 분 주차”를 꼭 

지켜주시고, 주차장소가 없을시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중주차를 하시고 아이를 승.하차 시킬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아이를 픽업하신후  

학교에 남아 시간을 보내시거나 다른 부모님과 학교나 

주차장에서 만남을 가지시는것을 자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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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교  (센터 운영) 

마틴 루터 킹 쥬니어 데이: 1 월 21 일 (월) 

 

이달의 암송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1 월 주제 
 

2 세: 나의 몸, 남극, 북극 동물 

3 세: 겨울동물, 겨울잠                  

4 세: 겨울, 북극 동물, 에스키모                

               

 
 

      

 

사랑의 빵 2018 
지난 11 월 진행되었던 Love Loaf 행사에서 아이들을 

통해 $614.50 이 모금 되었습니다.  본원에서 같은 

금액을 더하여 총 $1,229 를 World Vision 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불우한 

아이들에 대해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알림 

식판의  남아있는 음식물이 흐르지않도록 식판 

개별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백이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  개별 

도시락가방을 준비하여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활동 

Stretch-n-Grow 신체 활동 교실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자신감을 키우고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을 돕기 위한  “스트레치 앤 

그로우” 교실이 1 월 17 일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학급별로 알려드립니다.  코치 Mr. Chris 와 

각학급 담임과 함께 수업을 합니다. 수업이 있는 날에는 

간편한 복장을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www.stretch-n-grow.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Music and Rhythmic 음악 활동 (4 세 & 킨더) 

아이들의 리듬감과  음악적 감성을 키워주는 새로운 

음악활동  “뮤직 엔드 리드믹” 교실을 시작합니다. 강사는 

Ms. Kazuko Mausner 이며 각 학급 교사들이 돕습니다.  

1 월 15 일부터 각 학급이 격주로 화요일날 수업을 

받게됩니다. 
 

겨울학기 특별활동 

1 월 28 일(월) 부터 겨울학기 특별활동이 시작됩니다.  

통지될 특별활동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세요 

(미술, 태권도, 무용, 피아노, 한글) 

http://www.newca.net/


 

 

   

 

 

 

 

 

Please note 

Plastic bags used for individual packaging of lunch trays 

may cause safety hazards for children.  Please prepare 

individual lunch tray bags at home. 

 

Happy New Year! 

We thank God for keeping the children of N.E.W. 

Christian Academy safe and healthy past year, and we 

also thank all the parents for your support and 

cooperation. In appreciation for your love and trust 

shown to us, we will continue to pray and improve to be 

right in God’s sight, and to be the school where children 

grow in a safe and loving environment, nurturing each 

child’s potential and uniqueness.  We wish all of you a 

healthy and happy new year with God’s abundant 

bl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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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s Progress Report  

Semi-annual Progress report will be prepared by the 

lead-teachers by the end of this month.  Report format 

was designed for teachers to observe and record 

children’s progress in various developmental areas 

throughout common school scenarios. Please review the 

report and return it to your child’s teachers that they may 

prepare an extended report with it in June.   

(Children who have not attended for at least 2 months 

may not receive a report in January.) 

 

 

January Themes 

2’s: My Body & Polar Animals 

3’s: Winter Animals & Hibernation 
 

4’s: Winter, Artic Animals, & Eskimo 
                                                 

 

School Closings (Center Open) 

Martin Luther King, Jr. Day: January 21
st  

(Mon.) 
 

Bible Verse of the Month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ohn 14:6) 

 

 

 

 

 

 

 

 

 

 

 

 

 

 

Stretch-n-Grow Fitness Program  

Stretch-n-Grow winter program will begin from   

January 17
th
. This program will help children to build self-

esteem and social skills, and you can find more 

information on www.stretch-n-grow.com.  Each class will 

have detailed schedule. Coach Chris will lead each class 

with class teachers assisting. Have your child wear a 

comfortable outfit on the day.  
 

Music and Rhythmic Class (4's & K)   

We will be holding “Music and Rhythmic” class for 4’s & K 

children who will help develop rhythmic and musical 

senses and appreciation. Instructor Ms. Kazuko Mausner 

will continue teach children with class teachers will assist 

her. Children are schedule to receive the rhythmic class 

every other Tuesday starting January 15
th.

 
 

Special Activity 

Winter Term Special Activity will begin in the week of 

January 28
th
.  Please refer to the registration form soon to 

be distributed. (Art, Taekwondo, Dance, Piano, Korean) 

 

 

 

 

 

 

 

 

Love Loaf 2018 

Through the Love Loaf drive in November, $614.50 was 

collected. NEW Christian Academy matched the same 

amount and sent a total of $1,229 to World Vision. This 

was a great opportunity for our children to learn to help 

and share with those in need. Thank you, parents, for 

your cooperation. 



 

 

 
Parking Safety 
Utilize Drive-Thru Drop-Off system (no parking drop off 

system) every day between 8:55 and 9:10 am.  

If you are parking during pick up and drop off, please be 

sure to keep “3 minutes parking”.  

Do not pick up and drop off children with double parking 

for child’s safety. 

Parents and children cannot stay at school including 

parking lot after pick up from class. Please follow school 

policy for children’s safety.   

 

http://www.newca.net/
http://www.stretch-n-gro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