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8 소식지

2022-23학년도 5호 (온라인 24호) 우리한글학교  소식지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임신부: 임성진 세례자 요한. 한글학교 교장: 최서연 엘리사벳. 

이번 주는:
속담
생일축하

동지 팥죽
한국과 미국의 관계
한글학교 친구들 사진
수수께끼 

이번 주 노래            
       Black Pink    Shut Down

이번 주 음식은

삼겹살

*지난 호 수수께끼 정답: (38)알밤 (40)한가위

https://youtu.be/POe9SOEKotk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 
(식자우환 識字憂患)

이번 주 속담

의미: Ignorance is a bliss; Not knowing 
is medicine, knowing is sickness 



알립니다

12월 18일에는 한글학교 
연말행사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한학기동안 수고했어요!

한글학교 개학은 1월 15일 
입니다. 방학 잘 보내고 1월에 
만나요! 

12월 생일

캐서린 미호 벤 워머
Kurtz 칼랫
권라엘
현동주
오민우
이태성
오신우
김세진
강유진



Did you know…? 함께 알아봅시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을 “동지” (Winter Solstice/ the 
First Day of Winter) 라고 해요. 
24절기  (Solar Terms)중의 하나에요. 
[December 21, 2022 4:48p.m. EST]

출처: Study Korean

한국에서는 동지에 빨간 팥죽 (red bean 
porridge)을 쒀서 나눠먹고, 밀가루로 
빚은 새알을 넣어서 먹기도 해요.

추천 동화: 전래동화 팥죽할머니와 호랑이

https://study.korean.net/servlet/action.csc.NewsLetterAction?p_menuCd=m307
https://youtu.be/fPh4EyAKI4w


Did you know…? 함께 알아봅시다! 

한국은 언제부터 미국과 외교관계를 가졌을까요? 
When did Korea establish diplomatic ties with 
the US?

★ 2022년은 한미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에요.
2022 marks 140 years of Korea-US diplomatic ties.

★ 2023년은 한미상호방위조약 70년주년이에요. 
2023 will celebrate the 70th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the Korea-US Mutual Defense Treaty.

Watch this: (갓 쓰고 미국에 공사 갓든 이약이,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해설 영상)
https://youtu.be/c4FLVl3zMG4

1887년 11월 조선을 떠난 
옛 외교관들은 1888년 1월 
미국에 도착했어요. 59일 
동안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한참을 가서 워싱턴  
D.C.에 도착했어요. 

그들에게는 미국의 
여러가지 모습들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갓쓰고 
도포를 입은 그들을 
신기해했대요.

(https://youtu.be/7KkN2QsLRIo) 

https://youtu.be/c4FLVl3zMG4
https://youtu.be/7KkN2QsLRIo


한글학교 친구들… 

한국의 관광도시 방문하고 도장받기! 
연말행사,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전주에서 전통놀이 체험을 하고 
강릉에 가서 율동을 배우고, 
대전에서는 즉석사진을 찍고
독도에서 카드와 팔찌 만들기를 
했어요.



제주도에서는 팝콘을 먹고, 
부산에 가서 한국어 캐롤을 배우고, 
서울 노래방에서 솜씨를 뽐냈어요!



만든 날짜: 2022년 12월 18일
만든 이들: 소식지봉사팀 이무영, 강유진. 우리한글학교 교장 최서연 엘리사벳. 문의: woorikoreanschool19@gmail.com

수수께끼
Look for 
#135 in the 
book

출처: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 빵 
터지는 저학년 수수께끼 (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