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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Parents 
T-Time
운영 계획

2022 한동글로벌학교 학부모 교육 운영위원회

1. 역할

· 한동글로벌학교 학부모 교육 연간 계획 수립
· 학부모 교육 강사 섭외
· HIS Parents T-Time 운영

· 기타 학부모 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 심의 및 운영

2. 구성

연번

1

2

3

4

5

*간사 : 김진실 대외협력 직원

성명

백하민

박혜경

김나연

우경아

신수진

구분

교직원 위원 (위원장)

전문 위원

학부모 위원

학부모 위원

학부모 위원

직위 및 약력

교감 (교장 대행)

현 한동대학교 부총장,
현 한동글로벌학교 운영자문위원

전 한동글로벌학교 교육위원장 및 교장

현 학부모 회장

전 학부모 회장

전 학부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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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Parents T-Time 이란?

한동글로벌학교 학부모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 소그룹으로 모여 

차_Tea 를 같이 하듯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러 주제들에 대하여 함께_Together
성찰_Think 하고 나누며_Talk 실천_Try 하는 프로그램

목적

한동글로벌학교의 학부모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성하는 사명에 
동역하는 기독학부모로 세워지도록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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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기독학부모교실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을 향한 여정” (2차 개정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학교가 세워지고 
기독교사들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자녀에 대한 
그릇된 욕심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독교교육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기독교인 학부모들이 기독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서문 중에서)

· 각자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하여 함께 구매할 수 있음.
· 영어로 진행되는 그룹은 교재를 따로 정할 예정임.

주차별 내용

주차

1

2

3

4

5

6

7

8

9

교육 내용

모임 안내 및 상호 소개

기독학부모는 누구인가

기독학부모의 교육 보기

기독학부모의 자녀 이해

'여호와 경외' 교육

성품 교육

학업과 은사 이해

기독학부모와 학교

기독학부모운동과
하나님 나라

주제 성경 말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 6:7)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롬 12:1-2)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삿 13:12)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 6:2)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 5:22)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전 3:22)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전 3:22)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 5:13-16)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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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획, 
박상진 편저, 예영커뮤니케이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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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2021년 2학기에 박혜경 전임 교장과 6명의 학부모가 시범 교육을 수료함.)

멘토

박혜경

권수경

배마리아

배선화

신수진

우경아

Grace
Lee

학부모 기간

2004 - 2019

2014 - 2022

2016 - 2022

2016 - 2022

2013 - 2022

2016 - 2022

2016 - 2022

봉사

· 교육위원장 (2015-2018)
· 교장 (2019.1 - 2022.2)

· 6학년 섬김이 (2015)
· 중학교 학부모 대표 (2016)
· 학부모 MK 후원 리더 (2017-현재)

· 5학년 섬김이 (2016)
· 9학년 섬김이 (2017)
· 학년기도회 인도 (2017-현재)
· 중고등학부모기도회 인도 (2020-현재)

· 초등 학부모 회장 (2021)
· 학교운영자문위원 (2021)

· 학부모 총회장 (2016)
· 학교운영자문위원장 (2016)

· 8학년 섬김이 (2017)
· 학부모 총회장 (2018, 2021)
· 학교운영자문위원장 (2018, 2021)
· 교욱위원 (2019-2020)

· 4학년 섬김이 (2017)
· 4학년 섬김이 (2020)
· 3학년 섬김이 (2021)
· 4학년 섬김이 (2022)

자녀

첫째 : 중고등 과정
둘째 : 1학년 - 12학년 졸업

첫째 : 7학년 - 11학년
둘째 : 5학년 - 12학년 졸업
셋째 : 2학년 - 10학년 재학중

첫째 : 8학년 - 12학년 졸업
둘째 : 5학년 - 11학년 재학중

첫째 : 1학년 - 7학년 재학중
둘째 : 1학년 - 4학년 재학중

첫째 : 8학년 - 12학년 졸업
둘째 : 7학년 - 12학년 졸업
셋째 : 7학년 재학중

첫째 : 7학년 - 12학년 졸업
둘째 : 8학년 - 11학년 재학중

첫째 : 3학년 - 9학년 재학중
둘째 : 1학년 - 7학년 재학중
셋째 : 1학년 - 4학년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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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정보 (그룹 크기 : 멘토를 제외하고 최대 6명.)

일정

문의처

신청

멘토

박혜경

권수경

배마리아

배선화

신수진

우경아

Grace
Lee

대상 학부모

회장단, 섬김이

중고등 학부모

중고등 학부모

초등 학부모

중등 학부모

(온라인) 
초중등 학부모

English Speaking
Parents

모임 일시

목 9:30 - 11:30

목 10:00 - 12:00

수 10:00 - 12:00

화 9:00 - 11:00

목 9:00 - 11:00

월 10:00 - 12:00

To be
announced

초대의 말씀

"많이 웃고 진지하게 성찰하며 우리 함께 
 행복한 학부모가 됩시다!"

"기독학부모로의 배움은 여기에서 부터입니다."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자녀들과 함께
 성장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지는  
  기독학부모 되기"

여긴 어디? "한동글로벌학교!"
나는 누구? "기독학부모!"

"한동글로벌 공동체에서 함께 성장하며
 즐거운 학부모가 되어 보아요~"

"Welcome to the HIS family! Let's renew
 our minds together!"

· 모임 일시는 신청자의 합의 하에 추후 변경 가능하며, 모임 장소는 추후 공지함.

· 4월 첫째주 학부모 공지

· 4월 15일 금요일까지 접수 후 조 배정 확정

· 4월 셋째주 교재 주문, 모임 장소 확정

· 4월 넷째주 조별 첫 모임 시작 ~ 6월 넷째주 조별 마지막 모임 

· 7월 첫째주 전체 감사 예배

· 프로그램: 백하민 (054-260-1740)

· 기타: 김진실 (054-260-1735)

*4월 11일(월) 오후 7시부터 4월 15일(금) 오후 10시까지 신청 가능함.

https://forms.gle/Ct7vsAXbgG9i1nQu7

· 신청 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그룹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선착순으로 결정됩니다. 너무 일찍 신청하시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 시작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1학기에 되지 않은 경우 다음 학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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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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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학부모교실을 마치며

한동글로벌학교와 인연을 맺게 되기 시작한 해는 2013년 큰 딸이 8학년에 편입학 

하면서였다. 둘째 딸에 이어서 막내 아들까지 7학년 입학을 앞두니 10년 이상을 

한동글로벌학교 학부모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교육열이 높은 한국에서 스스로 기독학부모들이라 생각하는 부모들이 나처럼 일반적인 

공교육이 아닌 기독대안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서 일 것이다. 

그러나 두 자녀의 대학 입시를 거치면서 매번 냉정한 검문소 앞에 서는 기분이었다. 나는 

과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나의 깊은 

본심을 보아야만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많은 혼란과 낙심으로 인해 

좌절을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

기독학부모교실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든 생각,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매 주차별 주제를 다루면서 기독학부모로서 정체성을 

세워주는 시간이었다. 

모태신앙, 교회직분, 신앙햇수 등과 상관없이 자녀의 교육, 직업과 결혼 문제에는 세속적인 

기준과 성공을 쫓는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통합된 올바른 

기독학부모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실천적 방향도 제시해 주었다.

기독학부모교실에 참여한 7명(전임 교장선생님 포함)의 학부모들은 성장과정과 신앙의 

배경,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다 달랐다.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주신 독특한 성품과 

기질, 학업과 은사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은 동일했다. 매주마다 진정성을 갖고 자녀교육의 고통을 나눌 때 위로와 은혜가 

넘쳤고 또 유쾌하고 즐거운 배움의 시간들이었다. 혼자서 헤쳐나가기엔 외롭고 힘든 

한동글로벌학교 선택에 대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감사했다.  

우리학교의 많은 학부모들이 기독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세워 가기 위한 서로의 

멘토, 멘티가 되는 교육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서 한동글로벌학교가 암울한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을 변화시키는 참다운 기독교학교로 한단계 더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이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행복한 일꾼들이 되는 비전을 품길 바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역자가 되어 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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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증

신수진 학모님 
남진서(2017 졸업생), 

남인서(2021 졸업생), 

남진후(7학년 재학생) 

어머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