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ltimore Inner-city Mission Permission Slip 
 

사역 소개 

볼티모어 도시선교는 김봉수 목사님께서 볼티모어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섬기며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사역은 토요일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경 프로그램과 목요일 방과후 과외 및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기간동안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왔습니다. 
 

3 월 30 일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는 한달에 한번 토요일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달에는 다섯번째 주에 봉사를 하지만 앞으로는 넷째주에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하는 그룹: 

1. 나현수 목사님과 EM 멤버 

2. 김오순 집사님과 전도부 및 여선교회 멤버 

3. 박동민 전도사님과 중고등부 학생들 

4. 김미아 간사님 
 

사역 프로그램 및 일정: 

9:30 – 10:00 팀 회의 (4 월 부터 봉사자들은 10 시까지 교회로 오면 됩니다) 

10:00 – 10:30  교회에서 출발 

10:30 – 11:00  기도와 준비 

11:00 – 11:15  찬양 

11:15 – 11:30  말씀 

11:30 – 12:00  공예 

12:00 – 12:30  점심식사 

12:30 – 1:00  게임 및 활동 

1:00 – 1:30   정리 

1:30 – 2:00   교회로 돌아오기 
 

만일 자녀분 중 참석하고 싶은 학생이 있는 경우, 부모님께서 Permission Slip 을 작성해서 중고등부 스텝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I promise to participate and serve to the best of my ability and will follow the direction of church leaders.. 
 

Student Name:        Student Signature:       
 
 
 
 

“저는 제 자녀가 볼티모어 도시 선교 토요일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허락합니다.” 

학부모 서명:         날짜:        

학부모 이름:           연락처:      



Baltimore Inner-city Mission Permission Slip 
 
 
Baltimore Inner-city Mission is led by Rev. Kim Bong Soo and ministers to the families of Baltimore to reach 
them with the gospel. The ministry includes Saturday children and youth Bible program, Thursday after-
school tutoring and special programs during Thanksgiving, Christmas and Easter. 
 
Beginning on March 30, our church will serve by leading the Saturday program once a month. Though this 
month, we will serve on the 5th month, every following month, we will serve on the 4th month. 
 
 
The groups that are participating are: 
1. Pastor Mike Ra and EM Members 
2. Pastor Caleb Park and Youth Group Members 
3. Ms. Mi Ah Kim 
4. Members of the KM Missions Committee and Women’s Evangelism Group 
 
 
The ministry program and schedule: 
9:30 - 10:00     Team Meeting 
10:00 - 10:30   Leave from church 
10:30 - 11:00   Pray and Setup  
11:00 - 11:15   Praise 
11:15 - 11:30   Message 
11:30 - 12:00   Craft 
12:00 - 12:30   Lunch 
12:30 - 1:00     Games and Activities 
1:00 - 1:30       Clean Up 
1:30 - 2:00       Return to Church 
 
 
Please fill out the portion below and return to any youth staff member. 
 

 

“I promise to participate and serve to the best of my ability and will follow the direction of church leaders.. 
 

Student Name:        Student Signature:       
 
 
 
 
 
I give my student permission to participate in Baltimore Innercity Mission's Saturday program. 
 
Parent Signature:         Date:         
  
Parent Name:          Ph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