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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

2/28 Submit Your February Bible
Reading Chart & Memory verse video &
QT Sticker board

2/6 February Birthday Party
 Bible Reading & Memory verse & QT
 Award

Our Vision

유아부의 비전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신
체, 지성, 감성, 영성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하
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The vision of our preschool group is to
help the children to meet Jesus as the
Lord, and encourage them to become
the children of God that grow their
body, wisdom, emotion, and spirit
within the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월 말씀암송2월 말씀암송

2/13 Valentine's Sunday
        Graduation Ceremony



Bible Lesson

Announcement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삼

남매였어요. 그런데 어느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슬픈 소식을 전

했어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었지요. 예수님이 나

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마르다가 예수

님께 말했어요.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

요. 그러나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는 살아날 거란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는 “네, 주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라고

말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어요. 마리아도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

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라고 울며 말했어요. 예수님은 함께 눈

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돌을 치우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 “나사로야, 나오너

라!”고 외치셨어요. 그러자 나사로가 온몸이 천으로 감긴 채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Jesus Raises Lazarus from the Dead
(요한복음 11:25)

하나님, 오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부활이요 생

명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

이세요. 생명의 주인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를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

니 감사해요. 앞으로  ○○(이)가 영원한 생

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축복 기도문자녀축복 기도문

1. ATTENDANCE 출석을 해주세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인증하는 사진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는 친구들

에게는 달란트를 줍니다!

Please send a picture of your child to your teacher attending

our worship service on Sundays. You can collect talents.

2. 2월에도 "새싹 큐티인"은 계속되요!

자녀들이 큐티를 할 때마다 큐티책에 있는 스티커판에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QT를 마친후 인증샷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선물을 줍니다!

우리 유아부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날마다 QT를 할 수 있도록 도

와주세요. 

We are going to continue "새싹 QT in" from February. When

your kids are done with QT, please make sure to put stickers

on the sticker board. Your kids can get prize, when you take

pictures of your kids are doing QT, and send them to their

teachers. Please help preschoolers to do QT with parents

every day.

3. Daily BIBLE Reading 성경읽기표 

매달 성경을 읽은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줍니다!

Please mark the calendar with the days that you and your

child read the bible together and send it to your teacher

by 2/28.

4. 2월 Memory Verse 말씀암송

말씀암송을 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줍니다!

Please send a video of your child to your teacher.

https://www.youtube.com/watch?v=8cmppSIQUX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