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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한국학교 가정통신문 
 

  

 

 

 안녕하세요? 

비 내린 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이제 곧 4월이 되고 봄학기도 어느덧 중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남은 시간, 우리 학생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내 어휘 대회 

   - 실시 : 4 월 21 일 

   - 일 년 동안 배운 어휘 및 한국어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어 말하기 대회(미주연합회 OC 지역 협의회 주관) 

  -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생님과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5월 5일 지역예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계속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3. 2018-19학년도 가을학기 등록 

  - 가을 학기 등록이 4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4. SAT II Korean 준비반 운영 

  - 6월 17일- 8월 12일(8주간) 

    (매주 일요일 1:30~4:30) 

 

 

 

 

         

                                  2018년 3월 24일 

 

 베  델  한  국  학  교  장          박  순  임 

 

3월 31일  휴 강  

4월  7일 성경 암송 대회 

4월 21일 교내 어휘 대회 

 

2017-18 봄학기 

4 월 행사  

       ** 여름 캠프 안내 

기간 : 7월9일 – 8월3일 (9:30am-1:30pm) 

등록 : 3월16일 - 4월15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상담 및 문의   

교무행정 오은옥 (714.615.7096) 

학교 이메일 주소 – irvinebksoffice@gmail.com 

 

mailto:irvinebksoffi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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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HEL KOREAN SCHOOL NEWSLETTER  

 
March 24, 2018 
 
Dear BKS families, 
 
April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it is finally Spring! 
We are more than halfway through the Spring Semester. Please continue to encourage your child to 
finish strong! 
 

 
1. Cumulative Vocabulary Test 
    Test Date : April 21 
    All BKS students will be tested on the vocabulary words   
 they have learned throughout the year. Please encourage  
 your child to study early on and keep up the good work. 
 
 2. Korean Speech Competition (hosted by OC KOSAA,  
    Korean School Association of America) 
   - A huge thank to parents and teachers who support our  
    students in participating in the competition. 
   - Best wishes for those students who participate in  
    regional preliminaries on May 5th. 

 
 3. Fall Semester Registration for 2018-2019 School Year 
   - Registration for Fall Semester is available starting on  
     April 28, 2018 

 
 4. SAT II Korean Prep class 
   - June 17 - August 12 (8 weeks) 
   - 1:30-4:30 pm on Sundays 

 

** Korean Summer Camp information ** 

Session : July 9-August 3 (9:30am-1:30pm) 

Registration : March 16-April 15 

For more info : visit http://bks.bkc.org 

Contact BKS Director : Oh, Eunok (714.615.7096)      

School email : irvinebksoffice@gmail.com 

           Bethel Korean School Principal  Park, Soon Im 

 

March 31 No Class (Easter 
break) 
April 7 Bible Verse 
Recitation Competition 
April 21 Cumulative 
Vocabulary Test 

2017-18 Spring 

Semester April 

Upcoming Events 

http://bks.bkc.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