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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름

실로암 여름 학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 3:16)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실로암 여름 학교의 책임을 맡은 “토니
리”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10 년간 아이들과
청소년 들을 사랑으로 가르쳤으며, 이를 통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저희를 믿고 실로암 여름 학교에 여러분의
자녀를 등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들 께서는 부디 기도와 사랑의 격려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전하며,

주제: 말씀을 누리자!
저희 실로암교회는 아틀란다 한인 커뮤니티를 섬기고자 지난 여러 해
동안 여름학교를 운영해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은 정규수업과 활동학습

이토니 목사 드림.

이외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며 적용해보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학생들이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는 일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도록 저와 저희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토니 목사 드림.
어서 등록해주세요! @ www.siloamyouth.com

주요 일정
여름 학교:

휴강일:

2018 여름성경학교:

5 월 29 일 – 7 월 13 일

6 월 둘째 주간(4-

6 월 11-15 일

정규수업 일정은 6-

8 일) 혹은 7 월

여름성경학교(VBS)가

7 월 동안 매주 5 일간

4 일에는 휴강이

6 월 2 째 주간에

(월-금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됩니다.

진행됩니다.

실로암 여름학교

2018 년 여름

일정표

2

실로암 여름학교

2018 년도 여름

추가 정보 및 문의
여름학교 매일의 일정에 관해서는 아래의 일정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학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질문 혹은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토니 리 목사 (770) 375-0041
siloam.ce@gmail.com

실로암 여름학교에
참여 해 주세요!

학령전(Pre-K/Kinder)/1 학년 일정표
9:00 - 9:45
9:45 - 12:00
12:00 - 1:00
1:00 - 2:00
2:00 - 3:00
3:00 - 3:30

오전 예배
오전 수업
점심
오침
활동학습/간식
하교

초등학생/중학생 일정표
9:00 - 9:45
9:45 - 12:00
12:00 - 1:00
1:00 - 2:00
2:00 - 3:00
3:00 - 3:30

오전예배
오전수업
점심
활동학습 A
활동학습 B
하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