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2 HIS Parents T-Time 운영 계획

목적

한동글로벌학교의 학부모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성하는 사명에 
동역하는 기독학부모로 세워지도록 도움

반별 세부내용

1. 기초반 (K)
· 언어 | 한국어
· 대상 | 한동글로벌학교 학부모로서 신청자 중 선정
·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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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권수경

배마리아

배선화

신수진

우경아

학부모 기간

2014 - 2022

2016 - 2022

2016 - 2022

2013 - 2022

2016 - 2022

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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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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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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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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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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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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화반 (K)
· 언어 | 한국어
· 대상 | 기초반(K)을 수료한 한동글로벌학교 학부모로서 신청자 중 선정
· 멘토

· 교재 및 주차별 내용 | 추후 결정

멘토

박혜경
(한동대학교 학사부총장)

학부모 기간

2004-2019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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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첫째 : 중고등 과정
둘째 : 1-12학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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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반 (E)
· 언어 | 영어
· 대상 | 영어 (준)원어민 학부모로서 신청자 중 선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gracelee.hils@gmail.com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일정
· 9월 14일(수)에 공지 후 9월 21일(수)까지 신청을 받음
· 9월 23일(금)까지 반 배정
· 9월 26일(월) 주간부터 시작하여 11월 21일(월) 주간까지 그룹별 모임
· 11월 30일(수) 수료식

6. 신청

9월 14일(수) 오후 7시부터 9월 21일(수) 오후 10시까지

· 신청 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그룹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선착순으로 결정됩니다. 너무 일찍 신청하시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 시작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학기에 되지 않은 경우 다음 학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을 위한 정보

멘토

권수경

배마리아

배선화

신수진

우경아

박혜경

구분

기초반
(K)

심화반
(K)

그룹 이름

Patience

Peace

Love

Joy

Gentleness

Truth

대상 학부모

초중고

초중고

초등

초중고

초중고

기초반
수료자

모임 일시

수요일
10:00 - 12:00

금요일
10:00 - 12:00

화요일
9:00 - 11:30

목요일
9:00 - 11:30

월요일
10:00 - 12:00

금요일
09:30 - 11:30

초대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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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의 깊이와 넓이만큼 아이들이 자랍니다. 
계속 공부합시다!"

· 멘토를 제외하고 최대 6명까지
· 모임 일시는 신청자의 합의 하에 추후 변경 가능함.
· 모임 장소는 추후 공지함.

https://bit.ly/3Be0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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