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2019년 5월 

    N.E.W. Christian Academy 

 

 
430 Commercial Ave, Palisades Park, NJ 07650 Office: 201-592-8611; Text: 201-994-9997 

www.newca.net    www.facebook.com/groups/newchristian 

 
 

휴원  (센터프로그램 없습니다.) 

5 월 27 일(메모리얼 데이) 

이벤트  
 

3 세 학급 소풍: 5 월 9 일 (목)  

 

 

 

 

 

 

 

 

 

 

 

 

5 월 주제 
 

2 세 학급: 마더스 데이, 농장, 동물원, 동물들 

3 세 학급: 꽃, 식물, 마더스 데이 

4 세 학급: 꽃, 정원, 곤충 

 

      

 

말씀 암송: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살 것이다. 

출애굽기 20 장 12 절   

 

 

 

 

 

 

 

 

계절 알러지  

알러지 시즌이 시작되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많이 비비기도 하므로, 

손과 얼굴 주변의 청결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러지 증세가 심할때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봄계절 복장 

아직도 날씨가 쌀쌀할 때가 있습니다.  놀이터에 나갈 때 

입을 겉옷을 보내주십시오. 날씨가  더울 땐 교내에 

에어콘을 켜게 되므로, 실내 온도에 맞추어 옷을 입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비치해 두는 여벌옷 또한 

계절에 맞는 옷으로 바꿔주십시오. 

 

3세 학급 소풍  

날짜: 5 월 9 일, 목요일    

장소: Van Saun Park , Paramus,  NJ 

자세한 내용은 소풍 신청서를 참고해주세요. 

 

2세와 3세 학급 발표회  

 

6월 12일(수)과 13일(목) 중에 10:30-11:30에 있을 

예정입니다.  발표회는 아이들에게 부모님과 다른 

어른들 앞에서 발표 할 기회를 주어 자신감을 키워주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같은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협동심을 배우게 합니다. 발표회와 준비 

내용은 별도로 각 학급에서 전달되며, 반별 발표회 

날짜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4세와 K 학급 발표회 및  졸업식  
 

6월19일 (수요일) 에 학교 건너편(Fair Street)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발표회는 10:00에 

시작하며 잇따라 졸업식이 진행되어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발표회를 위해 각 학급별로 많은 연습과 준비를 하게 

되니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발표회와 졸업식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준비물과 준비 내용은  별도로 각 학급에서 전달됩니다.  

*졸업식을 위하여 졸업복과 졸업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차후에 보내 드리는 졸업 신청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브-뜨루 등교 (Drive-thru Drop-off System) 

 

매일 오전 8:55부터 9:10까지 오전 등교시간의 혼잡함을 

줄이고 부모님들의 편의와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인  드라이브-뜨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뜨루를 이용하실땐 부모님들이 주차를 하시지 

않고 차에서 아이를 직접 내리셔서 학교 문앞에 서 계신 

교사진에게 인계하시고 바로 가시면 됩니다. 아이를 

교사에게 인계하실때 전과 후까지 아이들의 안전에 특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내려주신후 안전을 위해 우회전을 

금합니다 

 

http://www.newc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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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Themes 

2’s: Mother's Day, Farm, Zoo, Animals 

3’s: Flowers, Plant, Mother's Day 

4’s: Flowers, Garden, Insects 

School Closings (Center Close) 

May 27th (Memorial Day)      

School Events 

3’s Field Trip: Thursday, May 9th 

 
        

 

 

 

 

 

 

 

 

 

Twos & Threes Classes Presentation 

2’s and 3’s classes’ End-of-Year Presentation will 

be held in school on June 12th (Wed.) and 13th 

(Thur.) 10:30 – 11:30. Children can build 

confidence by performing in front of their parents 

and other adult, and they will learn teamwork 

through rehearsals.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time, date, and outfits will be distributed in class. 

Please save the date so that your children may 

participate in it. 

 

 

 

 

 

 

 

 

N.E.W. Christian Academy 

Newsletter May 2019   

 430 Commercial Ave, Palisades Park, NJ   Office: 201-592-8611; Text: 201-994-9997 

www.newca.net    www.facebook.com/groups/newchristian 

 
 

Bible Verse of the Month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so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Exodus 20:12 

                                                 

 

 

 

 

 

 

Students’ Spring Apparel  
 

The weather may still be chilly at times. Please send 

outerwear for the outdoor plays.  When the weather 

warms, school will turn on air conditioner. Children 

should dress appropriately for indoor temperature. 

Please replace your children’s extra clothes that are 

kept in classrooms with appropriate ones as well. 

 

Threes Field Trip:   

All 3’s classes are going on a field trip to Van Saun 
Park on Thursday, May 9th. Please refer the trip 
consent form that was sent out for detail. 

4’s & K Graduation and Presentation 
 

On Wednesday, June 19th, the Graduation 

Ceremony and Presentation for the 4’s and K 

classes will be held at the main chapel in Somang 

Church, located on Fair Street across our school. 

The presentation will start around 10:00 am and will 

be followed by the graduation ceremony, lasting 

approximately 2 hours in total. Each class will 

spend a lot of time rehearsing and preparing for the 

presentation. Please save the date so your child 

may participate.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props will be distributed in class.   

*There will be a graduation fee which includes cap & 

gown and a diploma. Please refer to the graduation 

participation form, soon to be distributed. 

                                                   

 

 

Seasonal Allergy 
 

Children tend to rub their eyes frequently when they 

show allergy symptoms. It is important to keep their 

hands and faces clean. If the allergy symptoms are 

severe please have the child see a doctor, and bring 

a doctor’s note for school. 

 

Drive-thru Drop-off System 
 

For better traffic flow during drop off time we offer 

drive-thru drop-off. Drive-Thru Drop-Off is between 

8:55 and 9:10 am every morning.  If you bring your 

child during that time, you do not need to park, but 

drop-off your child directly to the staff waiting at the 

front door as you drive-thru. You need to get the child 

off the car and bring him/her to the staff. Please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safety of children before and 

after you hand child over to the staff.  No right turn 

from drive-thru for safety. 

 

http://www.newc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