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2019 년 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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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11 월 27 일 (수): 추수 감사절 예배와 만찬 

11 월 한 달간: 사랑의 빵 모금 
 

추수 감사절 휴원   
 

11 월 28 일 과 29 일 (목 & 금)  

(센터 프로그램 없습니다) 

 

 

 

 

 

 

 

 

 

 

11 월 주제 
 

2 세: 교통수단, 추수감사절 

3 세: 교통수단, 추수감사절 

4 세: 숲속 동물, 추수감사절  
 

      

 

 

말씀 암송: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16-18 

 

 

 

 

 

 

사랑의 빵 모금  
감사의 달 11 월 한달동안 “사랑의 빵(Love Loaf)” 모금을 

실시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작은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는 일을 가르치는 “사랑의 빵” 행사는 다른 나라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들이 매일 동전을 하나씩 가져와 각 교실에 있는 

저금통에 저금을 하고, 11 월 말에 모금이 끝난 후, 모아진 

액수와 같은 금액을 NEWCA 유치원측에서 더해 총 

두배의 액수를 World Vision 에 기부합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절 만찬 (Thanksgiving Feast)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을 위해 11 월 27 일 

수요일 점심으로 전통 추수감사절 만찬을 가집니다. 

만찬은 칠면조 구이, 스터핑, 으깬 감자, 옥수수, 샐러드, 

크랜베리 소스와 그래이비 그리고 사과 쥬스 등이 

제공됩니다. 아이들은 전통 추수감사절 음식을 먹으며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전통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독감 예방접종 
모든 유치원생들은 12월 31일까지 각자 기관에 플루 

예방접종기록을 제출하여야 등원이 가능합니다. 

12월23일까지 NEWCA 사무실에 접종기록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비상사태 휴교 (Emergency Closing)  
NEWCA 는 폭설, 폭우, 정전 등으로 안전한 운영이 

불가능할 때 휴원을합니다. 휴원을 할 경우, 

Facebook 에 통지합니다. 유치원 기록에 있는 부모님의 

핸드폰 번호로 문자 메세지나 음성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메세지를 못 받으신 경우, 유치원으로 전화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좋지 않지만 학교가 문을 

여는 경우에는 안전에 관해 부모님이 판단하시어 아이를 

등원시키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날에는 결석 통보를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의사 소견서 
아이가 의사에게 정기 검진을 받을 경우 Universal Child 

Health Record 를 작성 받으시어 유치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가 아파서 의사에게 데려가시는 

경우에는 유치원에 되돌아 갈 수 있는 날짜가 적혀 있는 

의사 소견서 (Doctor’s Note)를 꼭 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크리스마스 발표회 ‘Song of Angels” 가  12 월 
17 일(화), 18 일(수) 과  19 일(목)  3 일동안  진행 

됩니다. 각 반별 발표회 날짜와 시간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알려드립니다.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11 월학비부터는  크레딧 카드로 원비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에서는 크레딧카드 사용료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더욱 좋은 프로그램과 교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온라인 체크 결제를 

많이 사용해 주시고 보통체크에는 아이의 이름을 

메모난에 쓰시고 원비 상자에 넣어주세요. 현금결제는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www.newca.net/


             

    

 

 

 

 

 

 

 

 

 

 

                                                           

 

 

 

                                                         

 
                                                                                                                                          

 

November Themes 

2s: Transportation& Thanksgiving 

3s: Transportation & Thanksgiving 

4s: Woodsy Animals & Thanksgiving 

 

Events 
 
Thanksgiving Feast & Worship – Wed. 27th  

Love Loaf Collection – Entire month    

 
School Closings (Center Closed)  
 

Thanksgiving Recess – 28th & 29th (Thurs & Fri) 
 

 
        

 

 

 

 

 

 

 

 

 

430 Commercial Ave, Palisades Park, NJ 07650 Office: 201-592-8611; Text: 201-994-9997 
www.newca.net    www.facebook.com/groups/newchristian 

 
 

Bible Verse of the Month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Thessalonians 5:16-18) 

                                        

 

 

                                                 

 

 

 

 

 

 

Influenza Vaccine 

The State of New Jersey requires all students under 5 years 

of age who are enrolled in a school system to be vaccinated 

with the Influenza Vaccine annually. Please have your child 

vaccinated at his/her pediatrician and submit the vaccination 

date to the school office. 

 

 

 

 

 

 

Christmas Presentation  
We are planning to hold the Christmas presentation, 
Song of Angels 2019, on December 17th -19th, 

More detail will be available on the next newsletter.  

 

N.E.W. Christian Academy 

Newsletter November 2019   

 

Love Loaf  

During the month of November, N.E.W.C.A. will 
participate in the “Love Loaf” program to teach 
children about helping others and giving to the 
needy. Children will be asked to bring in one coin 
each day to deposit into the coin bank in their 
classrooms. At the end of the month, NEWCA will 
match the collected amount to double the donation 
and send it to World Vision to help hungry children in 
other countries.  We ask for parents’ cooperation in 
this meaningful activity. 

Thanksgiving Feast                                         

On Wednesday the 27th, children will have traditional 

Thanksgiving food for lunch, such as baked turkey, 

stuffing, mashed potato, corn, salad, cranberry 

sauce, gravy and apple juice. Children will learn 

many traditional Thanksgiving foods and customs 

through the feast. 

 

Tuition pay with credit card 

We will not be accepting credit card payments 

starting from November Tuition. We believe we can 

provide better programs, supplies and facility for 

children with credit card fee expense.  Please use 

online check payment. Paper checks can be dropped 

off in the tuition payment box placed at the reception 

desk. (write your child’s name on the check). Make 

sure to obtain receipt when its paid by cash.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Visit to a Doctor 

Please have your child’s doctor fill out Universal Child Heath 

Record form whenever your child has a wellness visit.  For 

sick visits, doctor’s notes indicating return to school date is 

required to return to school.   

 

 

 

 

Emergency Closing 

NEWCA may close for extreme weather, black-out, state 

warning, and/or other conditions deemed unsafe to open.    

At the time of inclement weather, check Facebook for school 

closing updates. Also, parents may receive a text or voice-

message on their cellphone number in our record. If you do 

not receive a message, please call the school to confirm. On 

the days NEWCA decides to open even when weather is not 

as good, parents should use their own judgment to decide 

their child’s attendance. Absence call is not necessary on 

such days. 

 

http://www.newc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