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Christian Academy 201-592-8611 www.newca.net 

Summer 2019 for Pre-School 
July 1st - Aug. 23rd   

 
 

Child’s Name: 
어린이 성명 

Date of Birth: 

생년월일 

 
         Please circle applicable words and enter appropriate amount (Please refer to Tuition Information Sheet). 
         교육비 차트를 보시고 해당되는 단어에 동그라미표 하시고 금액을 적어주세요. 

Age Group  
해당 연령 

Twos (2 세 학급)  / Threes (3 세 학급)  / Fours (4 세 학급) 

 
 
 
$ 

5 days / 4 days/ 3 days  (Mon / Tue / Wed/ Thur / Fri) 

Program 프로그램 
Half Day 반일반   /    School Hr 정규반   /  

Ext. Hour 연장반 ( From                to                ) 

Lunch 점심     5 days / 4 days / 3 days $ 

Registration Fee 

등록비 
$100 (non-refundable) $   

                                                                                                              

                                                                                                                                         Total 합계:  $__________ 

     Registration Terms & Conditions 등록 약관 
 

I have read and received a copy of Parents’ Handbook including Information to Parents Document, Policy on 
the Release of Children, Positive Guidance and Discipline Policy, Policy on Methods of Parental Notification, 
Policy on Communicable Disease Management, Expulsion Policy, Policy on the Use of Technology and Social 
Media.    

나는 부모님들께 전하는 내용, 어린이 하교 방침, 긍정적 선도와 훈육방침,학부모 알림 방법 방침,전염병 대처 

방침, 퇴학 방침 과 전자기계와 소셜 미디어 사용 방침이 첨부된 학부모 핸드북을 받았고 읽었습니다. 

 

Signature:                                                             Name:                                                    Date:                   
서명                                                                  이름                                                    날짜 

 

 
     Statement of Authorization 권한위임 

 
• I authorize N.E.W. Christian Academy to seek emergency medical care for my child as deemed 

necessary. 
원장의 결정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I grant my permission for my child to use all indoor and outdoor play and study equipment in 
N.E.W. Christian Academy.  
나의 자녀가 학교의 실내와 실외의 모든 교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 I grant permission for my child to participate in all school activities.  
나의 자녀가 학교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 I grant permission for my child to consume any food distributed under supervision of staff of 
N.E.W. Christian Academy.  

나의 자녀가 학교 교사진의 감독 아래 나누어진 모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 I authorize staff of N.E.W. Christian Academy to assist my child with toileting, diapering, and 
changing clothes. This includes cleaning of genital area and application of ointment when needed.  
학교의 교사진이 나의 자녀의 화장실 용무를 도와주고, 기저귀 교체하고, 탈의와 착용을 도와 

주도록 허락합니다.  생식기 주변을 닦아주고 필요한 경우 약을 발라주는 것도 포함합니다. 

 

 Yes 
 
 
 

 Yes 
 
 

 Yes 
 
 

 Yes 
 
 
 

 Yes 

Signature:                                                               Name:                                                Date: 
서명                                                                    이름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