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KSL 18-002-001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949)854-4014     http://bks.bkc.org          

안녕하세요? 

 

2018년 1월 학교장으로 보직받은 박순임입니다. 

우선 귀한 자녀들의 한글 교육을 저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

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한국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통한 다음 세대의 꿈을 키워가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

금까지 기도와 관심으로 후원하신 것처럼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학교를 응원해주

시기 부탁드립니다. 

 

봄학기를 준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담임 교사와 학급 편성상의 변동이 있

었음에도 이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1. 등교시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하신 후 자녀들을 교실까지 입실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식당 앞에서의 정차는 자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불가피하게 결석이나 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수업 전에 담임 교사에게 꼭 

연락해 주십시오. 

3. 장난감, 고가의 개인 소지품, 현금 등은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실 근무 시간 : (금) 09 : 30 ~ 14 : 00 

                    (토) 08 : 00 ~ 16 : 30 

                    (일) 10 : 30 ~ 14 : 00 

* 상담 및 문의 : 담당 교사 – (교무행정) 오은옥 (714-615-7096) 

                학교 이메일 주소 – irvinebksoffice@gmail.com 
 

2018년 1월 13일 

 

 베  델  한  국  학  교  장          박  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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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I am a new principal of the Bethel Koran School, Park Soon Im.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choosing the Bethel Korean School for your child to learn 

Korean. Our school helps children growing up in the United States to become bilingual, to 

have pride in Korean culture, and to aid them in becoming an excellent citizen who 

contributes to the local community. Please continue to support our school as you have been so 

far in prayer. 

 
Also, there has been adjustments made in classroom number and teacher for some of the 
classes in preparing for the spring semester. Please do understand these changes we have 
made.  
 
I would like to ask you to follow a few school rules for the safety of your child. 

 

 1) Please do not park in the loading area in front of the cafeteria as you drop and pick-up 

your child. 

 2) If your child is going to be absent, please let your teacher know before the class. 

 3) Do not bring expensive items such as toys, personal belongs, cash, etc. to school 

 

 Office hours   : (Fri)  09 : 30 ~ 14 : 00 

                    (Sat)  08 : 00 ~ 16 : 30 

                    (Sun) 10 : 30 ~ 14 : 00 
 For Questions   

Director : Oh Eun Ok (714-615-7096) 

      School email : irvinebksoffice@gmail.com 
 

 

 

 

 

 
 Bethel Korean School Principal Park, Soon 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