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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아버 한국학교 소식 

한국학교 입학식 (First day at School) 

 

긴 방학 후에 다시 만난 친구들과 새로 온 친구들…  

Back to School… 

 

http://us.mc564.mail.yahoo.com/mc/showMessage?fid=Inbox&sort=date&order=down&startMid=0&.rand=1679789219&da=0&midIndex=1&prevMid=1_177776_AFJv/NgAAFAlSXo9RgA1iFuDsNA&nextMid=1_174922_AFZv/NgAADrCSXiYMghfF13/fWQ&m=1_177776_AFJv/NgAAFAlSXo9RgA1iFuDsNA,1_175483_AFdv/NgAAGaZSXlQ7wAK/QeiYX0,1_174922_AFZv/NgAADrCSXiYMghfF13/fWQ,1_173305_AFBv/NgAAH9cSXf4Fwz/4kMXW3A,1_172602_AFZv/NgAAGotSXfZKAEPLRKYcvY,1_172166_AFNv/NgAAWN2SXe36gc/1Dnvs7c,1_363_AFZv/NgAAF5cSXcrdwTDTGekryY,&vs=1&mid=1_175483_AFdv/NgAAGaZSXlQ7wAK/QeiYX0&pid=4&fn=AnnArborKoreanSchool_white_thickLine.jpg


수상 소식 (Congrats !) 

 

무궁화반 유 온 학생이  

NAKS 학술대회에서  

제 7 회 백범 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백범 통일상과 

제 13 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주미대사상을 수상하였고 

제 2 회 한국역사문화 리더쉽 

캠프에도 참여했어요. 

  

          

 

교내 글짓기 대회 (Korean Essay Contest) 
 

앤아버 한국학교에서는 571 회 한글날 기념 독후감 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였고, 

너무 좋은 내용의 재미있는 글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독후감 대회를 해외책보내기운동협의회 

후원으로 독후감 대회 대상에 해외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 상을 받게 됩니다. 해외 

책보내기운동협의회는 우리 앤아버 한국학교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면서 많은 도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해외 책보내기운동협의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초급부(백합반, 장미반 ) 입상자:  학교장 상   * 공동 3 등 3 명  

 

1 등 김하린(장미반) 햇님과 달님 

2 등 안채린(장미반) 개구리 이야기 

3 등 김태인(백합반) 삼형제의 보물,  박우주(장미반) 우물밖엔 뭐가 있을까?, 이수린(장미반) 단군 

 

중급부 코스모스반, 해바라기반, 무궁화반) 입상자: 학교장 상 

 

1 등 정다명(무궁화반) 빨강머리 앤 

2 등 김이레(코스모스) 늑대와 아기 양 

3 등 김 별(코스모스) 여우 누이 

 

초급부, 중급부 전체 입상자 : 해외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상 

 

대상: 정다명 

 



한국학교 후원 골프대회 (Golf outing and Fundraiser) 

 

2017 년 9 월 21 일 현대기아 미국 기술연구소가 주최하는 미시간 주재 현대자동차 계열 회사 

가족 골프대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현대 가족 모두에게 지난 1 년 동안 앤아버 

한국학교의 활동을 소개하고 NAKS 학술대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7 학년 

유온 학생의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 주었습니다. 골프대회 수익금을 저희 앤아버 한국학교 

후원금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미시간 현대 가족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A golf outing has been held by Hyundai Kia America Technical Center to raise funds for 

Korean School of Ann Arbor. 

 

 

 

 

 

 

 



  학급 소식 

개나리반 (Preschool) 

  

 

안녕하세요 개나리반  전은재 입니다 

 

시몬 ,믿음 ,준호 ,시윤 ,진서 ,이삭 ,록 ,시안, 

지아,하윤, 선재, 하솜, 소예, 조휘랑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우리 반에서 매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안녕 안녕 선생님 안녕 친구들  

오늘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쨍쨍 쨍쨍 쨍쨍쨍쨍쨍 해가 떴어요 

어디가세요 나는 한글 학교 갑니다  

 

 

재밌는 게임 ~~ 



진달래반 (Kindergarten) 

 

유치부 진달래반에서는 자음(14 개)과 기본 모음(10 개)을 배우고 있습니다. 

1, 2 교시에는 자음과 모음을 통해 글자를 익히고 쓰는 시간, 전래동화를 듣는 시간, 배운 단어를 

나와서 칠판에 써보고 놀이를 통해 확인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자유롭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 발표력도 키우고 집중하는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3 교시에는 채송화반과 함께 동요를 배우고 종이접기와 각종 미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를 처음 알아가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꾸준하게 한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십시오. 

 

*귀엽고 멋진 진달래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11 명, 아쉽게도 사진에 다 나오지는 못했네요) 

 

 

 



채송화반 (1st Grade) 

 

 

 

우리 채송화반은 모두 10 명의 맑고 밝은 꿈나무들이 마음껏 웃으며 

마음을 활짝 열고 공부하는  신나는 반입니다. 

우리반의 자랑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10 명의 모든 친구들이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한국학교에 나와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 년동안 우리 모두 힘써서 배우고 즐기며 자라날 것입니다. 

엄마 아빠!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사진은 지난 9 월 30 일 수업 중에 가족의 명칭을 배우면서 패밀리 트리를 

직접 몸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 채송화반의 "특급" 자원봉사 언니,형들도 기억해 주세요!! 

 

 

 

 

 

 



백합반 (2nd Grade) 

안녕하세요. 백합반을 맡게 된 교사 한미아 입니다. 

작년에 이민 왔고 한글학교 교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만 

중,고,대학생 자녀를 둔  엄마의 경험을 살려 사랑으로 

가르치겠습니다. 거창한 목표 보다는 소박하지만  동화책 

읽기, 동요듣기, 공기놀이 등을 꾸준히 할 까 합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한글학교에서의 기억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평생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9 월 30 일 추석 맞이 송편 

만들기 체험 

 

10 월 14 일 한글날 기념 

독후감대회 

한글날 기념 독후감 대회에서 

백합반 김태인   학생이 

3 등으로 입상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장미반은 

가연이,조한이,지후,하린이,

우주,채린이,수린이,정결이,

다은이,혜진이,찬웅이가 

만든 아주 예쁜 

장미꽃밭이랍니다. 

 

저는 올해부터 앤아버 한글 학교에서 장미반을 가르치게 된 신명숙입니다. 

한국에서는 중고등학교와 미술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미국에 와서는 

세종학교에서  

5년간 미술 수업과 한글을 가르치고 세종 문집을 편집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인문화회관에서 아동 미술과 성인 수채화와 유화반을 가르쳤고 2005년부터 태극 마을에서 

종이접기 수업으로 봉사 하고 있습니다. 

장미반의 특별 수업은 종이접기여서 3교시마다 다양한 종이접기를 합니다. 

색종이를 접어서 카드도 만들고 부채도 만들고 팽이도 만들었어요. 예쁘지요? 

학기 말에는 전시회도 할거에요. 엄마 아빠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해바라기/코스모스반 (4th & 5th Grade) 

안녕하세요, 

해바라기반/코스모스반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우리 반은 동시, 소설, 여행문, 설명문 등 여러 장르의 글을 읽기, 써보기, 생활 한자 익히기 등 

한국어 심화학습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편 만들기, 김치 담그기 등의 전반적인 우리 

전통 생활문화, 단군 할아버지부터 미국 이민사까지의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배워갈 

예정입니다. 특별활동으로는 붓글씨, 색종이접기, 단소 불기 등 한국의 예술과 음악도 

빠트리지 않고 배워 보려고 합니다. 

 

 

믿고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슬기롭고 

어여쁜 아이들, 지켜봐 

주세요! 

 

 

 



무궁화반 (Middle/High School) 

개나리반 아이들과 무궁화반 언니, 오빠가 함께 호박전과 고구마전을 만들었어요. 맛있겠죠? 

We made zucchini and sweet potato 

“jeon” ! 

Yummy ~ ~ 

 

  



공지 사항 

간식담당 한송희 입니다. (School Snacks) 

언제나 사랑과 정성으로 간식을 준비해주시는 학부모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간식을 준비하실때는 그날 준비하시는 분들이 같이 연락을 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지 배고파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준비하실때 조금 넉넉하게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간식 샘플입니다. 간식은 40 명분, 물은 25 명분을 준비해 주세요.  

혹시 건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If you have questions/concerns regarding school snacks, please see Mrs. Han (1st-grade teacher). 

 

 

 

 

 

 

 

 

 

 

Suggested 
School Snacks 



상품권 판매 (Gift Card Fundraising) 

그 동안 학부모회에서 판매하던 상품권이 아직 학부모회가 구성이 되지 않아 교장선생님이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까지 전 학부모 회장님이 상품권을 팔아 앤아버 한국학교 운영비로 도와 

주셨습니다.   앞으로 시장 가실때 꼭 앤아버 한국학교 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terested in helping Ann Arbor Korean School raise money? Consider buying the following gift 

cards for your regular shopping needs. For further info please contact school principal 

 

상품권 (Gift cards):  Whole Foods Market ($100), Home Goods / T.J. Max ($25), Panera ($10), Meijer 

($25), Star Bucks ($10) 

 

기타 필요하신 상품권이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요. 구입해 놓겠습니다. 

 

앤아버 한국학교 도서관 이용 안내 (Korean School Library)  

지금까지 이동식 앤아버 한국학교 도서관을 한국학교 사무실에 고정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한국어 어휘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한국책을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난 몇 년동안 우리학교 학생들 중 도서관 책을 많이 빌려 읽은 학생들이 교내 한국말하기 대회와 

이시간 한글학교협의회  한국말하기 대회에 많이 나가서 입상을 많이 하였습니다.  한국 책을 많이 

읽게 되니까 한국 말하기 대회에 나갈 이야기 소재를 많이 가지게 되어 대회에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말하기 대회에 나가면 학생들에게 많은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발표력도 늘게 

되고 또 남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먼저 읽을 책을 책장에서 

찾아 도서 대출 장부에 기록을 하고 빌려 가시면 됩니다.  도서 대출 기간은 2 주 입니다. 2 주 후에 꼭 

반납하시고 반납 날짜를 기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서관 책을 많이 빌려서 읽기 바랍니다.    

Looking for Korean books to read ? Korean school library is open for school parents as well as 

students, and it has many Korean books available for checking out free of charge. Please ask 

school principal for details. 

 

 



교원 소식 

 

2017-18 년도 앤아버 한국학교 교사 (Korean School Teachers) 

개나리반(pre-K) 

진달래반(K) 

채송화반(1) 

백합반(2) 

목련반(통합) 

장미반(3) 

해바라기반(4) 

코스모스반(5) 

무궁화반(중,고) 

성인반 

전은재 선생님 

김진영 선생님 

한송희 선생님 

한미아 선생님 

심용휴 선생님  

신명숙 선생님 

박주원 선생님 

박주원 선생님 

이성민 선생님 

윤영주 선생님 

118 호 교실 

111 호 교실 

107 호 교실 

105 호 교실 

 

  102 호 교실  

108 호 교실 

108 호 교실 

141 호 교실 

120 호 교실 
 

 

교장 선생님 활동 내용 

 

9 월 13 일 수요일 오후 앤아버 한국학교  초기 운영위원장과 2 대 이사장으로 지내신 장병진 

이사장님을 만나 뵙고 앤아버 한국학교의 운영과 활동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병진 

이사장님은 초기 앤아버 한국학교의 지나온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현재까지 한국학교를 

꾸준히 잘 이끌어 가고 있다며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앤아버 한국학교 이사진을 좀 

젊은 세대로 교채를 하게되면 한국학교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것이라는 자문을 주셨으며 또 

다른 앤아버 한국학교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교사 활동/수상 내용 

 

NAKS 학술대회 (8 월 10 일-12 일) 

제 35 회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을 

주제로 애틀란타에서 열렸습니다.  

 

심용휴 교장 20 년 근속 수상, 김진영 교사 10 년 근속 수상 

 

앤아버 한국학교 교사 연수 (9 월 2 일) 

2017-2018 년 새로운 교사들과 다함께 자체 연수를 가졌습니다.  

(교육안 작성과 수업 준비 사례발표, 1 학기 개요, 각종 준비사항 등) 

 



재미한국학교 미시간 협의회 가을 교사 연수회 (9 월 30 일) 

NAKS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인상깊었던 강의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발표, 주제 강연으로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한글교육(수업사례 중심)에 관하여 듣고, 한지 공예 체험을 함께 

하였습니다.  전은재 교사 10 년 근속 수상 : 개나리반에서 늘 수고하시는 선생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