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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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월 5 일 : 새 학년도 시작 

 

휴원  

9 월 2 일 : 노동절 휴원 (센터 없습니다.) 

9 월 3 일, 4 일: 교사 교육 휴원 (센터 있습니다.) 

 

 

 

 

 

 

 

 

9 월 주제 
 

2 세 학급: 학교, 나에 관한 모든 것 

3 세 학급: 개학, 나에 관한 모든 것 

4 세 학급: 나의 이웃, 사과 

      

 

 

말씀 암송:  

*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라 (창세기 1:1) 

*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52) 

                                      

 

 

 

 

 

 

 

 

학생 정보 

아이의 정보( 전화번호, 주소, 비상연락처 등)가 

변경되거나 아이가 새로운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신속히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 되어 모든 아이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학년도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사랑 

받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마음껏 배우고 놀며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매월 나누어 드리는 뉴스레터를 읽으시고,  

그 달에 일어나는 행사와 모든 규칙과 참고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 주십시요.  

 

가을학기 특별활동 & 특별프로그램  

가을학기 특별활동과 특별프로그램이 9월또는 10월 중에 

시작됩니다. 보내드리는 신청서와 안내서를 잘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브뜨루 등교 (Drive-thru  Drop-off 

System) 
9월9일 (월)부터 오전 8:55부터 9:10까지 Drive-Thru 

를 실시합니다. 드라이브뜨르를 사용하실땐 부모님들이 

주차를 하시지 않고 학교 문앞에 서계신 교사진에게 

아이를 인계하시고, 바로 가시면 됩니다. 오전 

등교시간의 혼잡함을 줄이고 부모님들의 편의와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자세한 

설명서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뉴져지 주 유아, 유치원에 등록된 모든 원생들은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9월 부터 

예방접종이 실시되니 각 소아과에서 접종하신 후 본 

원에 접종 날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파티 
생일 파티 안내문이 준비 되어있습니다. 아이의 

생일축하 시간을 학급에서 하기 원하시는 분은 담임 

선생님과 미리 의논하시어 날짜와 시간을 정하시어 

안내서에 따라 준비 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사용 

본원에서는 비상 공지사항 즉 비상휴교일등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아직 친구 요청이 안되어 있으신 분은 

www.facebook.com/groups/newchristian  으로 가셔서 

누구의 부모님이신지 메세지를 써서 친구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 학교생활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부모님들이 

볼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다양하고 많은  

사진들을 올리고 싶으나 교사들은 아이들의 안전과 

케어를 우선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올리는것을 

한주에 한번으로 제한했습니다. 혹시 사진이 개시 되지 

않았거나 궁금한것이 있으신분은 오피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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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tember Themes 
 

2’s: My School, All about me 

3’s: Back to School, All about me 

4’s: My neighborhood, Apples 

 

School Events  

Sep. 5th:  New School Year Begins  
        

 
School Closings  
 
Sep. 2nd: Labor Day (Center close) 
Sep. 3rd & 4th: Staff development day (Center open) 

 

 

 

 

 

 

 

 

 

 

Welcome children and parents!  We hope you 

had a great summer.  As we move onto a new 

school year, we ask for parents’ continued 

partnership in providing a safe, healthy, and fun 

environment.  Please read the newsletters 

thoroughly to find monthly events, rules and 

guidelines.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you may call or text us anytime.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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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Genesis 1:1) 

And Jesus grew in wisdom and stature, and in favor 

with God and men. (Luke 2:52) 

                                                          

 

                                        

 

 

                                                 

 

 

 

 

 

 

Student Information 

Please update the school for any changes to 
your child’s information (phone number, 
address, emergency contact, etc.) and/or new 
vaccinations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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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 to the school office. 

 

Drive-thru Drop-off system will operate from 8:55 to 

9:10 a.m. starting Monday the 9th. The system helps 

reduce congestion during the morning drop-off and 

provides convenience to parents and safety for children. 

Drive-Thru system information sheet is available at the 

front desk. 

 

N.E.W. Christian Academy 

Newsletter September 2019   

 

Special activities and programs for Fall   

will begin September or in October. Please refer 
to the information distributed during September. 

Birthday Party  

Birthday party instruction is available. If you would like to 

celebrate your child’s birthday class, please arrange 

date and time with the class teacher and prepare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Use of Facebook 

We post emergency announcement such as 
emergency school closing on Facebook. If you 
are not a friend to our group, go to 
www.facebook.com/groups/newchristian and 

send a friend/join request with your child’s 
name.  

We upload children’s school life photos for 
parents to look. We are limiting photo uploading 
to once a week each class for children’s safety 
and well ensure that teachers should not spend 
too much time on the photos. If your child’s 
class photo is missing or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us at th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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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