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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시작된 봄학기가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1. 교내 안전 요원 봉사  

    -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부모님들의    

     자원 봉사에 감사합니다.  

    - 각 학급의 봉사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2. 등하교 시간 준수 

   - 8시 50분(오후반 1시 20분) 이전에는 등교하지  

     않습니다. 

   - 교사가 없는 교실에는 아이들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2018년 2월 24일 

 

 베  델  한  국  학  교  장          박  순  임 

 

3월 1일  삼일절 

3월 3일  중간 시험 

3월 17일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3월 31일  휴 강  

** 여름 캠프 안내 

 기간 : 7월9일 – 8월3일  

 등록 : 3월16일 -- 4월15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상담 및 문의   

교무행정 오은옥 (714.615.7096) 

학교 이메일 주소 – irvinebksoffice@gmail.com 

 

2017-18 봄학기 

3 월 행사  

삼일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운동 

(독립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이자 공휴일이다.  

 

mailto:irvinebksoffice@gmail.com
https://ko.wikipedia.org/wiki/1919%EB%85%84
https://ko.wikipedia.org/wiki/3%EC%9B%94_1%EC%9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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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Everyone, 

 

I hope everyone is doing well.  

I’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and appreciation to all the parents for continued support 

toward Bethel Korean School. 

This is a friendly reminder of safety rules at Bethel Korean School. 

 

1. Volunteers for Campus safety 

- Please visit School office and sign in first   

  to volunteer on the designated day 

2. Student Drop-off time 

- Students are NOT allowed to come to  

classroom early since there is no    

supervision until 8:50 am (morning  

session) and 1:20 pm (afternoon session) 

- We, teachers do not leave the students in   

the classroom without teacher’s  

supervision as well 

 

 

                                

 

                                    

 

                                     Feb 24th, 2018         

                 

                Bethel Korean School Principal  Park, Soon Im 

 Sam-Il-Jul (March 1st, Korean 

National Holiday) is in honor of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Mar 1   Sam-Il-Jul 

Mar 3  Midterm Exam 

Mar 31 Easter Break (No school) 

** Summer Camp ** 

Session : July 9th ~August 3rd 

Registration : March 16th~April 15th 

 (Please visit the homepage http:// 

bks.bkc.org for more information) 

 

* For Questions  

Director : Oh, Eunok (714.615.7096) 

School email : irvinebksoffice@gmail.com 

2017-18 Spring Semester 

March Schedu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