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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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견학 (3 세, 4 세 & K 학급) –  

10 월 10 일(목) 과 17 일(목) 

 

휴교  (센터 운영합니다) 

콜럼버스 데이 - 10 월 14 일 (월) 

 

 

 

 

 

 

 

 

 

 

10 월 주제 
 

2 세 학급: 가을, 불조심 

3 세 학급: 가을, 불조심, 농장 

4 세 학급: 가을, 농장 

 

      

 

말씀 암송: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출애굽기 15:2  

 

 

 

 

 

 

 

 

Farmstead Estate 농장 견학 

농장견학이 다음과 같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견학 

신청서를 참고해주세요. 

 

* 3A, 3B, 4D& K -  10 월 10 일 (목요일) 

* 3C,3D, 4A & 4C  - 10 월 17 일 (목요일) 

버스는 9:30am 에 유치원에서 출발합니다. 

비가 오면 견학을 취소하게 되며 취소 여부는 당일 오전 

8:00 에 결정합니다. 

 

할로윈데이 

본 원은 기독교 학원임으로 할로윈데이 (10월 31일) 

행사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학원에 변장의상 

(costume)을 입고 오거나 캔디를 가져 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날씨가 추워집니다. 부모님은 귀가한 자녀의 손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일찍 취침해 숙면하게 해 주심으로 질병 

예방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약한 증세가 있을때 아이를 

미리 쉬게 하셔서 더 심해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소아과를 다녀 오는 경우에는 항상 

의사 소견서 (doctor’s note)를 받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복장 

어린이들은 매일 야외놀이터에 나갑니다. 날씨에 적합한 

가을 외투를 입혀 보내주세요. 비슷한 옷이 많으니 

외투에도 아이의 이름을 써 주시고 혹 실수로 다른 

아이의 옷을 가져가시면 있던 곳에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 비치된 아이들의 여벌 옷도 계절에 

맞게 바꾸어 주시고 또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 예방접종 

뉴져지 규정상 학교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학생들은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자 다니시는 

소아과에서 독감 예방 접종하신 뒤 접종 날짜를 본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사태 휴교 (Emergency Closing)  

NEWCA 는 폭설, 폭우, 정전등으로 안전한 운영이 

불가능할 때 휴교를 합니다. 휴교를 할 경우, Facebook 에 

통지 합니다. 학교 기록에 있는 부모님의 핸드폰 번호로 

문자메세지나 음성를 보낼때도 있습니다. 메세지를 못 

받으신 경우, 학교로 전화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좋지 않지만 학교가 문을 여는 경우에는  안전에 관해 

부모님이 판단하시어 아이를 등교 시키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날에는 결석 통보를 안해주셔도 됩니다.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11월 부터 크레딧카드로 원비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크레딧카드 사용의 지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유치원에서는 크레딧카드 사용료로 지출하는것 대신  

아이들에게 더욱 좋은 프로그램과 교구를 제공할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특별 프로그램  

9 월 23 일 부터 특별프로그램 Stretch-n-Grow 

(신체놀이)와 Kid-z-Musik 그리고 Rhythmic Class 가 

시작 되었습니다. 연령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을 하게 되며 

외부 강사들이 와서 학급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학급별로 나누어드린 특별프로그램 안내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A, 2C & 2D 는 아직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별 활동  

3 세, 4 세 그리고 킨더학급의 신청된 아이들은 미술, 

태권도, 한글, 무용 그리고 피아노 특별활동이 과목별로 

시작됩니다. 아직도 신청을 하기 원하시는분은 오피스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ewca.net/


             

    

 

 

 

 

 

 

 

 

 

 

                                                           

 

 

 

                                                         

 
                                                                                                                                          

 

June Themes 

2’s: Autumn & Fire Safety 

3’s: Autumn & Fire Safety, Farm 

4’s: Autumn & Farm 

 

School Events 

Field Trip – Oct 10th (Thur.), 17th (Thur.), 

 School Closing (Center Open) 

Columbus Day - October 14th (Mon) 

 
        

 

 

 

 

 

 

 

 

 

Farmstead Estate Field Trip  
There will be field trips to a farm as follows: 
* 3A, 3B, 4D& K – Thursday, 10/10 
* 3C, 3D, 4A & 4C – Thursday, 10/17 
The bus will leave from school at 9:30a.m. 
Rainy weather will cancel the trip and the decision 
will be made by 8:00 a.m. on the morning of the trip. 

 

 

 

 

 

 

 

 

430 Commercial Ave, Palisades Park, NJ   Office: 201-592-8611; Text: 201-994-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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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e Verse of the Month 

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song; he has become 
my salvation (Exodus 15:2) 

 

                                        

 

 

                                                 

 

 

 

 

 

 

Health Concerns 

The weather is becoming chilly. To protect your children from 
catching cold, please help the children wash their hands 
thoroughly and go to bed early for a plentiful rest. Help them 
rest at the first sign of cold symptom before it gets worst. If 
your child sees a doctor for any reason, please bring a 
doctor’s note for school.  

Autumn Wear 
Children will continue to play outside every day. Please dress 
your child in appropriate autumn outerwear. To prevent mix-
up or loss, we suggest you label every outerwear. If you 
mistakenly take another child’s garment, please return it the 
next day to where you had first taken it from. Unclaimed 
garments are kept in the big gym. 
Please remember to replace and replenish your child’s extra 
clothes with the on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weather. 

 

Influenza Vaccine 

State of New Jersey requires all students under 5 yea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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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luenza Vaccine annually. Please have your child vaccinated 

at his/her pediatrician and submit the vaccination date to the 

schoo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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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Christian Academy 

Newsletter October 2019   

 

Halloween Day 

N.E.W. Christian Academy is a Christian school and 
does not celebrate Halloween (Oct. 31st). We ask that 
you do not send your children in costumes or with 
candies to school.  

 

Special Program 

Special program, Stretch-n-Grow, Kid-z-Musik & 

Rhythmic Class started from September 23rd. 

Different program will be applied for the age. The 

program staffs will come to our school and lead the 

program with class teachers. Refer to Special 

Program information sent in each class for the detail. 

(1A, 2C & 2D class children are not yet ready for the program)  

Special Activity 

Art, Tae Kwon Do, Korean, Dance and Piano special 
activities are starting. If you still want to register your 
child to the activity/s, consult to the office staff. 

 

Tuition pay with credit card 

We will not be accepting credit card from November. There 

was excessive expense for using credit card for payment. We 

thought we can provide better programs, supplies and facility 

for children with that fund. Sorry about the in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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