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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한국학교 가정통신문 
 

  

 

 

 안녕하세요? 

한국학교가 어느덧 1년의 학습 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학교의 모든 일정에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행사를 안내해 드리니, 끝까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의 날” 행사  

  베델 교회 교육부 주관   

5월 13일  베델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 기관이 모두 참여

하는 시간입니다. 자녀 교육이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행사에 

참여하시면 한 눈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교육 기관에서 준비한 특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가족 

사진 콘테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종강식 안내 

날짜 : 5월 19일  

시간 : 오전반 – 10am ~ 11am, 오후반 – 2:30pm ~ 3:30pm 

장소 : 오전반 - 본당  , 오후반 - 비전 채플 

 지난 일 년 동안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운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는 자리에 학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2018년 4월 28일 

 

 베  델  한  국  학  교  장          박  순  임 

 

  

 

5월 5일 말하기 대회 
       (미주연합회 OC지역 협회 주관) 

 

5월 12일 학기말 시험 

 

5월 13일 교육의 날 
         (베델 교회 교육부 주관) 

 

5월 19일  봄학기 종강식 

 

7월 3일 ~ 8월 3일  
       한국학교 여름캠프 
  (월-금 주5일, 9:30am ~ 1:30pm) 

 

* 상담 및 문의   

교무행정 오은옥 (714.615.7096) 

학교 이메일 주소 – irvinebksoffice@gmail.com 

 

 

2017-18 봄학기 

5 월 행사  

2018-19학년도 가을학기 등록 

 - 가을 학기 등록이 4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SAT II Korean 준비반 운영 

  - 6월 17일- 8월 12일(8주간) 

    (매주 일요일 1:30~4:30)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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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HEL KOREAN SCHOOL NEWSLETTER  

 
April 28, 2018 
 
Dear BKS families, 
 

It’s hard to believe that the end of school is soon approaching.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prayer. 
Please keep encouraging your child to finish off strong for the rest of weeks. 
There are a few events we have in plan for the end of the school year. 
 

1. “Bethel Church School Promotion Day”  
(hosted by the Education department of BKC) 
BKC Education department hosts “Bethel Church School 
Promotion Day” on May 13th in order to introduce all the 
education programs at BKC. There will be special 
programs provided by each division of the educational 
department. You may participate in the “Family Photo 
Contest” with your family. 
 
2. End of School Year Ceremony 
 
Date : May 19th, 2018 
Hour : Morning Session 10:00 am~11:00 am 
        Afternoon Session 2:20 pm~3:30 pm 
We invite all families to join us in the End of School Year 
Ceremony to recognize all the students who studied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e past year. 
 
** Fall Semester Registration for 2018-2019 School Year 
   - Registration for Fall Semester is available starting  
     on April 28, 2018 
** SAT II Korean Prep class 
   - June 17 - August 12 (8 weeks) 
   - 1:30-4:30 pm on Sundays 

               

   Bethel Korean School Principal   

  Park, Soon Im 

 

May  5  
 
 
 
May 12 Final Exam 
 
May 13 Education Day 
 
May 19 Last Day Ceremony 
 

Jul 9 ~ Aug 3 Summer Camp  

(Mon~Fri, 9:30am~1: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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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 BKS Director :  

     Oh, Eunok (714.615.7096)      

School email : irvinebksoffice@gmail.com 

 

2017-18 Spring 

Semester May 

Upcoming Events 

http://bks.bkc.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