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빌립보교회 

가을학기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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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의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어느새 지나가는 가운데 빌립보교회에서는 문화교육원 가을학기 개강을 준비하

고 있습니다. 

아직은 코비드 확진자가 늘고 있어 가을학기에도안전을 위하여 오전과정(1교시, 2교시)만 진

행할 예정이며 모두가 안전수칙을 지키어 건강하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문화교육원은 언제나 “하늘과 땅에 다리가 되어” 지역 주민을 위해 알찬 프로그램, 고품격 

문화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미래 지향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는 배움터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 수강기간 : 2022년 9월6일(화) ~ 11월22일(화) 12주 (매주 화요일) 

2. 등록안내 

등록기간 : 8월 21일(일) ~ 9월10일(토)  

등록접수 : 평일/교회사무실(오전10시~오후4시) 주일/교회 로비(오전9시반~오후1시) 

수강자격 : 성인 누구나. 나이 제한 없음 (사전 등록 요망) 

등록비 : 화요과정 수강시$50 (수강신청서와 함께 방문이나 우편으로 받습니다) 

기타과정은 별도(시민권과 섹소폰)  

3. 교육강좌 (1교시/오전 9시30분~10시55분, 2교시/오전 11시~12시25분) 
    

시간 과목 강사님 장소  시간 과목 강사님 장소 

오전 1 교시 

9:30-10:55 

스페인어 에비타 2  
 
 
 
 
 
 
 
 
 
 
 
 

오전 2 교시        

11:00-12:25 

몸사랑요가 황지윤 CM 

서예 강정숙 11  사군자 강정숙 11 

웃음&건강 김혜란 7  우크렐레  소경숙 7 

코바늘뜨개기초 박지원 9  스마트폰 이종관 5 

컴퓨터초급 이인갑 6  컴퓨터중급 이인갑 6 

장구 주상희 소예배실  우리춤 주상희 소예배실 

수채화입문 

기초 
박지혜 1  줌바 박영로 체육관 

키보드(초급) 박은혜 10  키보드(중급) 박은혜 10 

기타과정 시민권(화) 허권 7  기타과정 섹소폰(토) 제춘수 
세미나실, 

CM 

특강(화) 건강관리법 당뇨,우울 약물관리  특강(화) 메디케어소개 및 안내 하워드보건국  

 

@ 과정별안내 

-체육취미과정 / 몸사랑요가, 줌바, 우리춤-음악취미과정 / 키보드, 장구, 우크렐레 

-미술취미과정 / 서예, 사군자, 수채화-생활취미과정 / 코바늘뜨개(기초) 

-전문교육과정 / 웃음&건강, 스마트폰, 컴퓨터초급, 컴퓨터중급, 스페인어, 시민권,섹소폰 



빌립보교회교실배치도 
 

 

 

4. 개설강좌 안내 

@ 우크렐레 / 하와이의 전통악기로서 연주 소리가 마치 벼룩(하와이어로 Uku)이 통! 

통! 튀는 모습(하와이어로 Lele) 같다고 해서 Ukulele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

다. 신나는 연주로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수채화입문 기초 / 색색의 물감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감성을 표현해 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5. 수강생 권고 사항 

@ 커피 머신, 정수기 사용 /친교실에서 커피와 물이 제공됩니다. 가능하면 커피와 

물은 친교실에서만 드시기 바랍니다. 

@ 시설 사용 / 시설물은 깨끗이 사용, 모든 자원은 아껴서, 쓰레기는 친교실(식당)이

나 화장실 안 쓰레기 통에, 복사 및 기자재 사용은 허가를 받은 후 사용 가능합니다. 

@ 안전에 관하여 /개인 물품 보관에 유의, 수업 중 반드시 마스크 착용, 화재 발생

이나 비상시에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며, 천재 지변이나 기상 악화 또는 코로나 확산

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수업의 시행 여부는 AA Country Public school regulation 

을 따릅니다. 

@ 건전한 문화원을 위하여 / 무례한 언어 사용을 피하며, 교회 내에서 흡연을 금

지하며, 더 나은 ‘빌립보 문화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수강에 대한 feed back을 환영

합니다. 

@ 문화교육원 수강을 위한 출입은 교회 정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빌립보교회(410-579-1551, 7422 Race Rd. Hanover, MD 21076) 

@교장(박춘근장로 240-461-9113), 디렉터(곽명희 410-292-7933) 

총무(정미랑 443-610-6044),     서기(윤건아 703-376-1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