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영생장로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생 주일학교 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 키와 몸이 자란 것처럼 믿음도 많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여름성경학교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자라나기를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생활 안에서 자라는 동안 마음 밭에 심긴 믿음의 씨앗은 장차시냇가에              
튼튼히 뿌리 내려 풍성히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는 값지고 귀한 열매를 가득 맺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모든아이들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과 칭찬을 받으며 존귀한            
사람으로 자라갈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9 여름성경학교 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 해 교사들은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되도록열심히기도하며땀흘려준비하고있습               
니다. 사랑하는 선생님과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하는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 들의 마음 밭에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의 싹을 틔워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나무로 자라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욱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제: "ROAR!"(Life is Wild, God is Good) 
 
등록기간:  5월 12일 – 6월 2일 (6월 2일이후 등록시에는 티셔츠와 물품등을 받지못할수도 있습니다.) 

 
등록비:  $20 (3째 자녀부터는 Free) 
 
일시: 6월 16일 2시-6시까지 (유아부는 2시-5:30분 까지) 
         6월 17일- 19일 6:00pm – 9:30pm (유아부는 6시-9:00분 까지) 
 
담당전도사:  유아부 (2살-3살반):  정언자 전도사 eonjjung@gmail.com 267-266-9021 

유치부 (4살-킨더):  고아람 전도사 ago@student.wts.edu 213-435-7997 

유년부 (1학년-3학년):  강 솔로몬 전도사 solomon.kang88@gmail.com 714-615-1220 

초등부 (4학년-6학년):  변사라 전도사 sarah.han.byun@gmail.com 215-901-0892 

웹사이트:  www.yspc.org/v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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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God’s grace and blessings fill your home, 

We are always so thankful to see our children grow in the Word of God through the ministry of Yuong Sang 
Sunday School.  It is our great privilege to serve our children through our ministry and as we begin our summer 
vacation with exciting kick off with 2019 Vacation Bible School.  Our staff are praying for our children, that they 
will seek God’s plan for their lives as they learn and grow in the Word.  We hope and pray that VBS experience 
will give them another opportunity to grow in their faith. As we witness a seed of faith is sowed in the hearts of 
our young ones which will soon become a tree full of life that will be well rooted by the stream. We believe that 
those who receive the Word will grow to be righteous, full of wisdom and with love who will follow the footstep 
of our Lord, Jesus. 

  
This year’s 2019 Vacation Bible School preparation has begun.  Our theme for this year is “Roar!  Life is Wild, 
God is Good.”  Our staff and volunteers are preparing prayerfully that through Vacation Bible school ministry, 
our children will have an opportunity to receive the Word of God that can be rooted deeper into their faith.  We 
ask for your continual support and please join us in praying for a safe and blessing time for everyone. 

 

Theme: "ROAR!" (Life is Wild, God is Good) 
 
Registration:  May 12 – June 2 (After June 2nd, a child might not be eligible to receive a T-shirt and supplies) 
 
Fee:  $20 (3rd child free) 
 
Date: June 16th @ 2 PM – 5:30PM (Toddler Group 2PM – 5:30PM) 

June 17th – 19th @ 6:00PM – 9:30PM (Toddler Group 6PM-9PM)  
 
Contact:  Toddler (age 2-3.5):  Eon Ja Jung JDS eonjjung@gmail.com 267-266-9021 

     Pre/K (age 4 – K):  Abe Go JDS ago@student.wts.edu 213-435-7997 

     Primary (1st – 3rd):  Solomon Kang JDS solomon.kang88@gmail.com 714-615-1220 

     Junior (4th – 6th):  Sarah Byun JDS sarah.han.byun@gmail.com 215-901-0892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yspc.org/vbs/ 

 

mailto:eonjjung@gmail.com
mailto:ago@student.wts.edu
mailto:solomon.kang88@gmail.com
mailto:sarah.han.byu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