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DONG SHIN VBS  
COMING SOON!  
  

VBS 2019 “IN THE WILD”의 Theme verse는 요한복음 20:31절입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참된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The theme verse for VBS 2019 “IN THE WILD” is John 20:31. As it says in 
the verse, I wish and pray that this VBS would be a heavenly festival 
through which our kids grow in faith in Jesus Christ, the Son of God, 
and may receive life through the faith in Him.  
 
DATE 
유치부 (PRE-K & TK), 유년부, 초등부 (ELEMENTARY)    6/27 - 30 (Thur - Sun)  
영아부 (NURSERY), 유아부 (TODDLER)                       6/29 – 30 (Sat – Sun)  
 
TIME 
유치부 (PRE-K & TK), 유년부, 초등부 (ELEMENTARY)     
 Thursday-Friday:  
  유치부 (PRE-K & TK)         5:30-8:30p 
  유년부, 초등부 (ELEMENTARY)     5:30-9:00p 
 Saturday:  
  유치부 (PRE-K & TK)     10:00 - 11:30a 
  유년부, 초등부 (ELEMENTARY)   10:00 - 11:45a 
  WATER FUN DAY UNTIL 3:00p 
 
유아부 (TODDLER): Saturday, 10:00-2:30p (Release time at 12:30p)   
영아부 (NURSERY): Saturday, 10:00-12:30p  
 
SUNDAY: REGULAR SERVICE HOURS  
  2nd service 9:30 – 10:40a 
  3rd service 11:20a – 12: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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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VBS REGISTRATION은 KIDCHECK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직 
KIDCHECK ACCOUNT를 만들지 않으신 분들은 6 월 24일 월요일까지 꼭 
만들어주세요. 그 때까지 ACCOUNT가 오픈 되지 않으신 분들은 VBS당일에 
“당일등록” 데스크로 오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REGISTRATION & CHECK-IN은 본당 정문 쪽(동쪽 파킹장)에서 이루어집니다. 
5시부터 REGISTRATION이 시작되오니, 조금 일찍 와주시면 혼잡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정 협조 사항  

o Saturday에는 교회 파킹랏에서 Water Fun Day가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release 된 후에 물놀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check-out이 되지 않은 자녀는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예배실에서 기다립니다.   

o 자녀들을 위해 목,금요일에는 저녁식사가, 토요일에는 점심식사가 
제공됩니다.   

o WATER FUN DAY 준비물:  Water shoes, appropriate swim clothes, 
sunscreen, towel *물놀이 동안 물총 사용은 엄격히 금합니다.  

o 더욱 효과적이고 즐거운 VBS를 위해 Electronic device와  toy를 
자녀들이 VBS에 가져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

o 이번 VBS 때는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작년처럼 식사를 
교사와 반에서 하지 않고, 부모님과 하게 됩니다). Class 에서의 check-
in은 식사 후, 각 예배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Registration을 
하시고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각 예배실에서 교사를 만나셔서 자녀를 
drop-off 해주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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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VBS REGISTRATION would take place through KIDCHECK system. 
Please open your account and register by June 24, Monday. If not, 
you should come to the registration desk and go to the  
 
REGISTRATION & CHECK-IN will take place at the main entrance of the 
church (East Parking Lot). Registration begins at 5 PM, and you could 
avoid a long line if you come little early.  
 
We Ask Parents:   

o There is a Water Fun Day on Saturday, from 11:50 – 3:00 PM. Kids 
can play at the Water Fun Day area only after they are 
completely checked out by their parents or guardian. Those 
who are not checked out will remain in their check-out place 
until parents or guardian come.   

o Dinner will be provided on Thursday and Friday. There will be 
lunch on Saturday.  

o WATER FUN DAY things to bring:  Water shoes, appropriate swim 
clothes, sunscreen, towel *No water gun  

o For safe and fun VBS, please do not let your child bring any 
electronic device or toy. �

o For this VBS, children will eat with their parents, instead of with 
group and teacher. The check-in to teacher and their group will 
happen at the designated worship place. Please hand over your 
child at the designated worship place.  �

�

Pastor�Sean�Moon��

714-808-2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