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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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S Parents T-Time 운영 계획

목적

한동글로벌학교의 학부모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성하는 사명에 동역하는 
기독학부모로 함께 성장함

1. 기초반 (한국어)
 대상 | 한동글로벌학교 학부모

구분

교재

세부내용

시간
및 장소

기초반

[기독학부모교실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을 향한 여정] (3차 개정판)

교재 구매 방법 | 각자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룹별로 협의하여 공동 구매 가능

· 화 09:00 - 학교 식당 안 별실 · 수 10:00 - 학교 식당 안 별실
· 목 09:00 - 학교 식당 안 별실 · 금 09:00 - 교직원 휴게실

· 1주차 - 모임 안내 및 상호 소개
· 2주차 - 기독학부모는 누구인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 6:7)
· 3주차 - 기독학부모의 교육 보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롬 12:2)
· 4주차 - 기독학부모의 자녀 이해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삿 13:12)
· 5주차 - ‘여호와 경외’ 교육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 6:2)
· 6주차 - 성품 교육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 5:22)
· 7주차 - 학업과 은사 이해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전 3:22)
· 8주차 - 기독학부모와 학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 5:13-16)
· 9주차 - 기독학부모운동과 하나님 나라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 4:12)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획,

박상진 편저, 예영커뮤니케이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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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재

세부내용

시간
및 장소

기초반

· 월 10:00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영성의 비밀]

교재 구매 방법 | 추후 공지

· 금 09:30

[추후 공지] 

· 월 10:00 - 학교 식당 안 별실 · 금 09:30 - 학교 식당 안 별실

추후 공지

피터 스카지로(지은이),

강소희(옮긴이), 두란노. 2015

2. 심화반 (한국어)
      대상 | 한동글로벌학교 학부모 중 기초반을 수료한 분

3. 일정
· 3월 17일(금) - 공지
· 3월 22일(수) - 신청 마감
· 3월 24일(금) - 반 편성 및 조정
· 3월 27일(월) - 최종 반 편성 발표
· 4월 3일(월) - 모임 시작
· 6월 말 - 수료식

6. 신청

3월 22일(수)까지 다음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it.ly/3TnWM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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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Parents T-Time Operation Plan

HIS Parents T-Time ?
A program in which HIS parents gather in small groups in a warm and comfortable atmo-

sphere like a Tea meeting and Think and Talk about various subjects and Try out what 

they learn Together to become parents who please God

Purpose

To help HIS parents to become Christian parents who work together in the mission of 

nurturing agents in the kingdom of God

Details

Class | Foundational Class (English)

Open to | HIS parents who are (nearly) native speakers of English

Contact | Please email to gracelee.hils@gmail.com for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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