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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아버 한국학교 소식
설날 놀이 Lunar New Year’s Day Celebration
2019년 1월 26일,
설날 체험학습과 1 학기 종강식이 있었습니다. 예쁜 한복을 갖추어 입고 학교에 모여 윷놀이, 제기차기,
공기놀이, 사진찍기, 비석치기, 등의 놀이를 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한 학기 동안 공부한 종이접기 한 것,
글짓기 한 것, 붓글씨 쓴 것, 등을 벽에다 붙여 주셨습니다. 제일 어린 개나리반의 재롱도 인기였고,
진달래반과 채송화반의 "까치 까치 설날" 노래와 "홀로 아이랑" 합창은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중등반 언니
오빠들의 악기연주도 잘 들었습니다. 설날 체험학습 놀이와 발표들을 마친후 교장선생님과 참석해 주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새배를 하고 새뱃돈도 받았답니다. 모든 행사를 마친 후 어머니들이 준비해 주신
맛있는 떡국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적부터 설날이 되면 꼭 떡국을 먹는 풍속이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We celebrated ‘Seolnal’, Korean New Year’s Day at the last day of the 1st semester of 2019 school year. Many students
dressed up in colorful ‘Hanbok’, traditional Korean costum. They did ‘Sebae’ by taking a traditional bow and played many
different types of Korean traditional games. They really liked it !!! We also ate ‘Ddeokguk’ prepared by PTO.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진달래반 채송화반 학생을의 노래.
Singing Korean New Year’s Day songs …

설날 놀이 모습

애국가 와 미국 국가를 불러요

교장 선생님 인사 말씀

개나리반 학생들의 재롱

중등부 학새들의 밴드 연주

투호 놀이

성인반 학생들도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2019 학년도 2학기 개학
1학기를 끝내고 바로 2월2일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한 학생들 외에는 거의 다 2학기 등록을
하고 새 학기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2학기에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3.1절 행사도 있고 또 4월에는
한국말 이야기 대회, 그리고 5월에는 해마다 태판학교 강당에서 하는 한글문화 예술제가 있습니다. 4월20일
마지막 시간에 있을 한국말 이야기 대회 준비를 잘하고 있겠지요?

2월16일 앤아버 상록회 설잔치 세배
지난 2월16일 토요일은 앤아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임인 상록회 설잔치에 진달래반 채송화반 학생들이
예쁜 한복을 차려 입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설날 잔치에 갔습니다.
설날 노래를 불러드리고 모두 세배를 드렸지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세뱃돈도 주시고 맛있는 떡국과 음식도
많이 먹고 왔습니다.

3.1절 기념행사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는 3.1절 행사를 우리 아이들과 같이 했습니다. 거의 해마다 3.1절 때면 한주 방학이
되어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마침 방학때가 아니어서 3.1절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본에 빼았겼던 나라를 되찾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만세 삼창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들고 나와 만세를 불렀던 역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학급 반 소식
개나리반 전은재 선생님

개나리반에서는 끝말 잇기를 했어요 아직 아이들이 끝에 오는 말을 이용해서 단어 만들기를
어려워하였지만 집에서도 해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진달래반

김진영 선생님

진달래반의 요즘 풍경은요…
진달래반 친구들은 한글 교제 ‘K1’을 끝내고 2 학기에 새로 시작한 교재 ‘K2’도 벌써 5 과를 끝냈습니다.
연필도 제대로 잡지 못했던 친구들도 이젠 스스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찾아 ‘쓰기 연습’을 하곤 합니다.
1 학기에 비해 많은 발전을 하였답니다.
모두 집에서 숙제를 비롯한 복습 등 부모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국어인 한국어와 한글을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이, 아이들의 정체성 그리고 성장과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고 있기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영어권인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힘드신 걸 알기에, 좀 더디게 발전하더라도 인내를 갖고
아이들과 함께 애써주세요!
1 교시 : 자음과 모음을 결합한 많은 단어 익히기
2 교시 : 쓰기 연습과 이야기 듣기, 나와서 발표하는 말하기 연습
3 교시 : 종이접기 등 미술 시간, 음악제 준비를 겸한 노래와 율동

채송화반 한송희 선생님

봄이 오기를 아직도 시샘하고 있는 3월의 끝자락입니다.
저희 채송화반은 1 학기에 배우던 친구들과 더불어 3 명의 친구들이 (준오,빈나.희주) 더하여 져서 모두
15 명의 바르고 고운 채송화들이 활짝 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 학기 때는 기초 자음, 모음, 겹받침,
이중 모음등 한글의 기초를 충실히 배워서 이제는 제법 한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번 2 학기에는 실제적인 기초 문장쓰기, 높임말, 시제, 접속사등을 배우며 더욱더 알차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5 월에 있을 예술제를 위하여 아름다운 노래와 율동으로 수놓으려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2 학기 동안에도 지금까지 주셨던 부모님들의 사랑과 격려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참! 5 월 예술제에 가족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이번 기회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노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

장미반

양소예 선생님

3 학년 장미반입니다.
장미반은 2 학기에 새롭게 어휘력을 늘리는 목표를 추가했습니다. 매주 주교제에 나오는 낱말과 속담과
연관된 비슷한 표현과 반대말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3 교시 한국 문화 역사 시간에 절기공부, 역사 속
인물 공부 외에 전래 동요와 놀이를 한가지씩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3 월 2 일에는 삼일운동 100 주년

기념하는 절기 교육으로 유관순 전기 읽기, 태극기 그리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직접 만든
태극기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새로운 친구 홍소희 학생이 장미반에 합류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희 친구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하고 와서 한국어에 능숙합니다. 친구들과 더불어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 코스모스 반

우리 반은 국기에 대한 경례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절기를 소개하며 관련 한자도 익히고,
그때에 맞는 생활풍습도 배웁니다. 입춘에는 봄의 시작을 반기는 입춘첩을 써 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대화’는 주어진 문장으로 질문하고,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내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오늘의 날씨는?” 등의 질문으로 편하게 한국어 대화를 연습합니다.
‘읽고 생각하기’ 는 짧은 동화책이나 신문기사, 시, 연설문 등을 같이 읽고 ‘생각하기’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입니다. 교과서 이외의 읽기 자료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4, 5 교재를 한 시간 공부하고 나서, 우리 문화, 역사 등을 배웁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 나라를
빛낸 분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포스터를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종대왕, 녹두장군 전봉준,
신사임당, 동의보감 허준, 유일한 박사처럼 우리 역사 속의 인물들을 조사한 학생들도 있고, 손연재 선수,
손흥민 선수, 그리고 우리 아버지처럼 지금 우리나라를 빛내고 있는 인물을 조사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참 대견하지요? 나중에 우리 학생들도 자라서 우리 나라를 빛내는 사람들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인반 소식
안녕하세요? 성인반 교사 김명조 입니다.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 집니다.
사는곳이 되는데로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에서 택사스 킬린한국학교에서 이제는 앤아버 한국학교에서
성인반을 가르쳐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반에는 범죄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귀여운 미란이, 지질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잘생긴 하늘이,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을하고 싶어하는 똑똑한 테일러, 인류학과 국제학을 전공한 아름다운 크리스찬,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한 멋쟁이 헤롤드, 종교학을 전공한 슈퍼맘 린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예쁜 릴리 그리고
가끔 우리반 전체 간식을 챙겨주시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착한 국한씨 이렇게 여덟명이 즐겁고 재미나게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회

알 림

매월 첫주 토요일에는 전 학년이 수업 시작 전에 모여 그 달에 있을 행사 설명, 각 학년별 뉴스, 동요와 애국가 등을
불러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앤아버 한국학교 도 서 관
앤아버 한국학교 도서관입니다.
유치부 학생을 위한 그림책과 그리고 만화로 된 한국역사책, 한국 전통문화, 전래동화, 과학도서와 세계를 빛낸 사람들의
전기등 800 여권의 책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우리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려 많이 읽어 보세요. 책을 읽으면 단어를
많이 알게 되므로 말을 잘하게 됩니다. 우리 도서관 책을 많이 이용하세요

공지 사항

앤아버 한국학교 도서관 이용 안내 (Korean School Library)
학생들의 한국어 어휘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한국책을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난 몇년 동안 우리학교 학생들 중 도서관 책을 많이 빌려 읽은 학생들이 교내 한국말하기 대회와
미시간 한국학교협의회 한국말하기 대회에서 입상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책을 많이 읽으면 한국
말하기 대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소재가 많아지므로 한국 말하기 대회에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국 말하기 대회에 나가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발표력도 늘게 되고 또 여러사람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를 많이 얻게 됩니다. 먼저 읽을 책을 책장에서 찾아 도서
대출 장부에 기록을 하고 빌려 가시면 됩니다. 도서 대출 기간은 2 주이므로 2 주 후에 꼭
반납하시고 반납 날짜를 기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학기마다 우리 도서관 책을 가장 많이
빌려서 읽은 학생에게 우수 독서 상장을 수여합니다.

Looking for Korean books to read? Korean school library is open for school students as
well as parents and it has many Korean books available for checking out free of charge.
Please ask school librarian Mrs. Park for details

간식 담당 한미아 선생님 입니다. (School Snack)
언제나 사랑과 정성으로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학부모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간식을
준비하실때는 그날 준비하시는 분들이 같이 연락을 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지 배 고파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준비하실때 조금
넉넉하게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간식 샘플입니다. 간식은 35명분,
물은 25명분을 준비해 주세요. 혹시 건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If you have any question/concern regarding school snack, please contact Mrs. Han 1stgrade teac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