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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itage Korean School embarks on an education

journey for the next generation – teaching and

training that will be a guiding light to their life. The

school will directly impact our children who will

thrive on this land as heirs of the Kingdom of God

and descendants of the Korean identity. 

We learn the Korean language.

We learn the Korean culture and history.

We learn God’s word and praise in Korean.

The teaching staff at the Galilee Heritage Korean

School will contribute their gifts and talents to

further Christian education for our children with

commitment and dedication.

 

ABOUT US

C O N T A C T   U S

VOLUNTEER / PTA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according to an

African proverb. This means that it takes an entire

community to raise healthy members of the society.

Children need attention, love and help from many.

We absolutely need your help for our children who

will grow as the salt and light of this world. You are

invited to partake in this invaluable ministry. 

 

갈릴리 헤리티지 한글학교

Who is eligible: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adults and parents 

 Areas of need: Teaching, teaching assistance,
            parent support group



시간표     S  C  H  E  D  U  L  E

9:30-9:35 출석확인, 수업준비

               Attendance, Preparation

9:35-10:15 특별활동  Elective Activity

                 한글 노래  Korean Song

                 동화구연  Storytelling

                 미술  Arts & Crafts

                 종이접기  Origami

                 바이올린  Violin

10:20-11:00 한국어 Korean

11:05-11:30 간식  Snack

11:30-12:10 한국어 Korean

12:10-12:30 뮤지컬 /성경 암송

                  Musical/ Memory Verse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시작

 Every Saturday starts at 9:30 am 

*대상  4살 - 14살

Ages  4 - 14 years old

학교소개
 

갈릴리 헤리티지 한글학교에서는

하늘 유업을 받은 주님 나라의 자녀로,
이 땅에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다음세대 자녀들에게 
삶의 빛이 되어 줄 
바른 교육을 시작합니다.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국문화와 한국역사를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과 찬양을 한국어로 배웁니다.

 
갈릴리 헤리티지 한글학교의 선생님들은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기부하여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헌신적으로 앞장설 것입니다.

 
  

 

한국어 및 한국역사, 문화

Korean, Culture and History

현장체험학습: 거북선, 부채

Field Trip: Geobukseon, Fan

합창/뮤지컬  Chorus/ Musical

바이올린  Violin

동화구연  Storytelling

코딩/ 레고  Coding/ Lego

종이접기 Origami

미술  Arts & Craft

성경  Bible Story

 

자원봉사      p t a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 도움이 필요함

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날 우리의 아이

들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 귀한 사역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전체수업      c u r r i c u l u m

대상  고교/ 대학/성인/학부모

봉사분야  선생님, 보조교사, P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