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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Everyone Achieves More”

“힘을 모은

‘팀’ –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Ms. Jeniffer Kang (Torrance Head Teacher)

Going into the second year as head teacher of Torrance

강보라 (토랜스 주임교사)

토랜스 사랑의교실 주임교사로서 맞이하는 2 번째 해가 첫

Class AGAPE is not any less stressful than it was the first year. If

번째 해보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더 잘하고 싶다는

anything, it has become more stressful and more burdensome

생각에 부담과 걱정이 컸으면 컸지 전혀 수월해지지는 않았다.

knowing I would have to do better. However, getting together

하지만 1 월 9 일 사랑의교실 교사 워크샵 때 새로운 한 해를

with the teachers and staff at the Staff Workshop held on

시작하며 주임교사로서 가지는 관점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January 9th helped open up a different perspective in starting

각 지역 사랑의교실 주임교사들은 모두 비슷한 걱정과 의심이

yet another year. We all had the same worries, the same doubts,

있지만, 또한 그 가운데 모두 비슷한

but we also had the same hopes, similar goals, and different

소망과 목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approaches to those struggles.

위해 다양한 계획과 방식을 서로

The experience, the age, or the years spent at Class AGAPE,
did not make a difference when it came to the challenge of

나누는 시간에 깨달았다.
경험, 나이, 또는

trying to make another successful year at Class AGAPE. Teachers

사랑의교실에 얼마나 오래

all struggled when faced with the task of providing what is best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for Class AGAPE with the amount of resources in hand. The

각자 맡은 사랑의교실 사역에서 최선을

same questions that ran through my mind day and night were

다해 알찬 한 해를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는

also on the minds of all the teachers of Class AGAPE.

모두 참가자들에게 최선의 프로그램을 준비해주고 싶었고, 내

What and how would we
improve from the previous years?
What and how could we improve

머리 속에 맴돌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다.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from our mistakes? What and how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들을 보완하여 어떻게 더욱 더 낳은

could we provide for our class?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 사랑의교실 참가자들을 위해

Knowing that we were in this
together and being able to share these struggles was another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 주임교사들은 비록 각자 맡고 있는 지역은 다르지만

realization that I was not in this alone. We were able to come to

함께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다.

each other and work through our problems regardless of the

우리는 각 지역으로 따로따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different Class AGAPE branches we were assigned to. Despite the

사랑의교실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adversities we faced, the reasons the teachers go through these

주임교사들이 이 많은 고민과 걱정 그리고 부담감을 안고 가는

difficulties was not because they thought they were righteous or

이유는 딱 하나다. 바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knew exactly what needed to be done. It was not for any selfish

그들과 이미 나눈 시간들로 인해 만들어진 ‘관계’ 때문이다.

desires but was purely through the love and bond that we had

우리가 대단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created with the participants. So, as we start the New Year,

하는 일도 아니다. 그저 그들만을 바라보며 또 한 해를

through all the ups and downs it may bring, fighting!

계획하며 시작해 보려 한다. 사랑의교실 화이팅!

Class AGAPE is grateful to those who continue to support us in
various ways! We were blessed to have received a grant from

KOH Charitable Foundation in the amount of $10,000 and
JNJ in the amount of $1,000.
If you would like to become one of our sponsors, please contact
Ms. Sarah Lee at (657) 400-9570 or email us at
CLASSAGAPE@MILALMISSION.COM
You can support Class AGAPE in the following ways:
(1) Lunch

THANKSGIVING CHURCH
69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Beach Blvd.

NEW LOCATION:

(3) Monetary Offering

Artesia Blvd.

Knott Ave.

Valley View Ave.

OC Class AGAPE has moved!

(2) Snacks

Orangethorpe Ave.

90620

Please contact Ms. Sarah Lee at 657.400.9570 for more
information about joining OC Class AGAPE.

La Palma Ave.

02/04 ELA: Marison Lee

02/14

OC: Chris Hong

02/20

OC: Dawn Kim

LA: David Kang

02/22

IRV: Joseph Kim

02/15

ELA: John Shin

02/23

ELA: Jonathan Kim

02/16

OC: Sarah Rhee

02/07 OC: Eduardo Lee

02/17

OC: Andrew Kwon

02/08 IRV: Esther Kim

02/18

OC: Andrew Choe

IRV: Michelle Kim
02/06: OC: Joseph Park
TOR: John Choi

TOR: Sooji Chung

JOIN THE Class AGAPE FAMILY!
Special Education Major?

Child Development Major?

사랑의교실 교사

Psychology Major? Education Major?

와 자원봉사자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is seeking for teachers for Class AGAPE, a free
Saturday school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14세 이상) 를

Please contact Ms. Sarah Lee (Education Director) at 657.400.9570.

모집합니다!

교사모집 자격사항 특수교육이나 관련 학문의 전공자로서 장애인 참가자의 영적,
지적, 사회적 향상을 도와주실수 있는 분으로 영어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신 분.
문의: 남가주밀알선교단 이신영 교육 디렉터 (657.400.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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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 County

Los Angeles

East Los Angeles

Irvine

Torrance

(2000년 8월 6일)

(2002년 4월 20일)

(2003년 4월 5일)

(2007년 4월 28일)

(2008년 9월 13일)

감사한인교회

충현선교교회

선한청지기교회

베델한인교회

토랜스제일장로교회

Thanksgiving Church

Choong Hyun Mission Church

Good Stewards Church

Bethel Korean Church

Torrance First Presb. Church

담임목사: 김영길

담임목사: 민종기

담임목사: 송병주

담임목사: 김한요

담임목사:

6959 Knott Ave. Buena Park

5005 Edenhurst Ave. LA

2701 Woodgate Dr. W. Covina

18700 Harvard Ave. Irvine

1880 Crenshaw Blvd. Torrance

교사: 양고운 650.388.6918

교사: 오은영 323.360.8952

교사: 변미선 626.246.5439

교사: 이보라 213.604.1550

교사: 강보라 310.400.9610

간사: 박은애 562.217.1324

간사: OOO OOOOOOOOO

간사: 박민수 626.665.9556

간사: 홍혜정 949.232.7936

간사: OOO OOO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