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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교  (센터 프로그램 없습니다) 

* 7 월 4 일(목), 5 일(금) : 독립기념일 휴원 

 

여름학기 수업일정  
* 1 세 ~ 4 세 학급 : 7 월 1 일(월) – 8 월 23 일(금) 

* K 와 G 학급: 7 월 8 일 (월) – 8 월 23 일 (금) 

* 가을 학기 개학: 9 월 5 일 (목) 

 

학급별 수업 시간표  
 

변동된 시간을 확인하시고 등하교 시간을 지켜주세요 

2 세 학급- 반일반 9:15 – 12:45 
     정규반 9:15 – 3:45 

3 세 학급- 반일반 9:00 – 12:45 

정규반 9:00 – 3:30 

4 세 학급- 정규반 8:45 – 3:00 

K & G 학급- 정규반 8:45 – 2:45 
 

* K 와 G 학급은 낮잠시간이 없으며, 일일 평가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수영 활동 : 7 월 10 일 (수) - 8 월 9 일 (금) 
각 학급별 요일과 시간, 그리고 비용은 수영 신청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VBS (여름 성경 학교) 
여름 학기 동안은 매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없으며 

8 월 19 부터 21 일까지 VBS 형식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K 와 G 학급 행사 와 견학예정 
 

*리버티 과학 박물관 견학 – 8 월 13 일 예정 

*피크닉 및 운동회- 8 월 22 일 예정 

 

여름학기 특별활동 은 4 세 이상 학급 대상이며 

한글,미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Drive-Thru  등교 
 

7 월 9 일 (화) 부터 오전 8:55 – 9:10 까지 드라이브 

뜨루 등교를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론트 

데스크에서 문의해 주세요. 

 
 

7 월부터는 김지숙선생님께서 부원장으로 일하십니다. 
 

 

새학기 안내 
 

2019 여름학기에 새로이 입학한 아이들 그리고 

재등록한 아이들과 학부모님 환영합니다. 새 학급에 

적응하느라 조금 힘들기도 하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학급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긍정적인 말과 

칭찬으로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문이나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를 남겨 주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즐겁고 건강한 

여름학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름철 복장 
 

교내에선 에어콘을 작동하여  화씨 73 정도로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아이들의 옷을  실내 온도에 

맞추어 입혀주시고 긴팔 셔츠나 얇은 스웨터를 

보내내 주시면 필요에 따라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슬리퍼 종류나 (뒤꿈치에 끈이 없는 신발) 크록스, 

젤리 슈즈는 금합니다.  

* 샌달을 신을 때에도, 꼭 양말을 신겨 주세요. 

* 짧은 치마를 입는 경우, 속바지를 입혀 주세요.  

* 온도가 아주 높거나 비가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이들이 매일 야외 놀이터에 나갑니다. 썬크림을 

발라야 하는 아이는 집에서 미리 발라서 등교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newc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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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We welcome all new and returning children to our 
Summer Program. It may take a while for new 
children to get adjusted to the school, and 
returning children to new classes. Some children 
have a difficult time separating from parents in 
the morning, but all of the children are enjoying 
the school activities. We ask that the parents give 
them a lot of encouragement at home.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please call 
or send text messages to the numbers above.  
Wish everyone a fun and healthy summer. 
 

Summer Dress Code   
 

We maintain an indoor temperature of 73°F with 
air conditioning. Please dress your child 
accordingly. You may want to leave a long-sleeve 
shirt or a light cardigan in his/her cubby. 
* Slippers (loose heels) and Crocs or jelly shoes 
are not allowed in school.   
* When wearing sandals, children must wear 
socks. 
* When wearing skirts/dress, children must wear 
shorts underneath.   
* Children go to the outdoor playground every 
day unless it’s very hot or raining. If they require 
sun block lotion, please apply it at home before 
coming to school. 
We ask for your cooperation in keeping our 

children safe. 

 

School Close (Center close) 
 July 4th (Thur.), July 5th (Fri.): Independence Day 
 
Summer Program Dates 
1’s, 2’s, 3’s, 4’s: July 1st (Mon.) – Aug. 23rd (Fri.) 

K’s & G’s: July 8th (Mon.) – Aug. 23rd (Fri.) 

Fall Term Starts: Sep. 5th (Thur.) 
 

 

Program Hours- please observe new hours. 
 

2’s  Half Day          9:15 – 12:45 

       School Hour    9:15 – 3:45 

3’s  Half Day          9:00 – 12:45 

       School Hour    9:00 – 3:30 

4’s  School Hour    8:45 – 3:00 

K & G School Hour 8:45 – 2:45 
 
*There is no nap time in K & G Classes, and daily 
evaluations will not be given out as well. 
 

Swimming Activity: 7/10 (W) – 8/9 (F) 

Swimming activities will be held on 
Wednesdays and Fridays.  Please refer to the 
swimming consent form for the schedule and 
fees. 

 
Vacation Bible School 
There is no weekly chapel in the summer term.  
There will be VBS on Mon, Aug 19th – Wed., 
21st. 
 

K & G Classes Events and Field Trips  
*Trip to Liberty Science Center – Aug. 13th 

tentatively 

* Picnic & Field Day – Aug. 22nd tentatively. 

 

Summer Special Activities are open to 

children in 4’s classes and up.  Art, Korean 
classes are available with extra fee. 
    
Drive-Thru Drop-Off will be available from 
Tuesday July 9th between 8:55 and 9:10 every 
morning.  Please inquire at the front desk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New Staff Assignment -  

                Ms, Jee S.Kim  Assistant Director 

http://www.newc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