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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Submit Your October Bible
Reading Chart

10/31 Fall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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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0/24 Candy Drive



4. ATTENDANCE 출석을 해주세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인증하는 사진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는 친

구들에게는 달란트를 줍니다!

Please send a picture of your child to your teacher

attending our worship service on Sundays. You can collect

talent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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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

6. 9월 & 10월 Memory Verse 성경암송

성경암송을 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줍니다!

Please send a video of your child to your teacher during

September and October. 

Bible Lesson

Announcement
1. 10/31 Fall Festival

10/31에 Fall Restival이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해드리

겠습니다.

Fall festival will be on 10/31. More information will be

announced at a later date.

2. 10/3-24 Candy Drive

이번 주부터 4주동안 Fall Festival을 위한 캔디 드라이브가 진행됩

니다. Candy drives for Fall Fest begins this week.

3 유아부 환영 선물이 있습니다!

Welcome gift for preschoolers!

모든 유아부 자녀들에게 베델 유아부 백팩을 선물로 줍니다. 자녀들

이 교회에 올 때 유아부 백팩에 성경책과 헌금, 물병을 들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All preschoolers are given a Bethel church preschool

Backpack as a gift. Help your children bring Bibles, offerings

and water bottles in their toddler backpacks when they come

to church.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을 떠난 뒤, 두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은 가

인,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이들

도 죄인이었어요. 가인은 과일과 채소를 기르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양치기가 되었어요. 어느날,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첫 어린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물만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

냐하면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몹시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가인

에게 벌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셨어요.

가인은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죄때문에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우리 모두

가인과 같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해주실 예

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

께 할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어요.(창세기 4:4-5 )

The Offerings of Cain and Abel(Genesis 4:4-5)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16)

9 & 10월9 & 10월
MEMORY VERSEMEMORY VER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