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5 소식지

2022-23학년도 6호 (온라인 25호) 우리한글학교  소식지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임신부: 오승수 시몬. 한글학교 교장: 최서연 엘리사벳. 

이번 주는:
속담
생일축하

미주한인의 날
설날
수수께끼 

이번 주 노래            
       동요 설날 

이번 주 음식은: 떡국 & 가래떡!!!

*지난 호 수수께끼 정답: 슈퍼맨

https://youtu.be/i0ybfXiBXVk


시작이 반이다

이번 주 속담

의미: Well begun is half done 



알립니다

겨울 방학 잘 보냈나요? 
새학기에도 재미있게 한글을 
배워봅시다!

1월 22일은 설날 합동미사로 
한글학교 수업이 없습니다. 

1월 29일에 만나요~

1월 생일

최수진1/2
이시우1/3
김다나1/10
박예빈1/11
최유진1/13

이효경1/15
전아린1/19
강이든1/24
양효진1/31



Did you know…? 함께 알아봅시다! 

1월 13일은 미주한인의 날   
(Korean-American Day) 입니다. 

120년 전, 1903년 1월 13일 한국의 첫 
이민자들이 인천(제물포)을 출발, 
                   일본(나가사키, 
                   요코하마)을
                   거쳐서 겔릭호 라는 이민선
                   (S.S. Gaelic)을 타고 
                   미국 하와이에 도착했어요. 
121명 중 89명이 입국할 수 있었어요.
하와이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참고: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6728

Click here to read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6728
https://www.newspapers.com/clip/5434000/korean-immigration-jan-1903-ss/


Did you know…? 함께 알아봅시다! 

2023년 1월 22일은 

한국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Did you know…? 함께 알아봅시다! 

설날은 새해를 축하하고 

행운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음력 1월의 첫날이고 해마다 

다른 동물의 해가 됩니다.  

(12마리의 동물이 있음) 

2023년은 토끼해입니다.

설날에 대한 영상 한 번 

봐주세요!! :))

http://www.youtube.com/watch?v=O_Yng9CZlU8


Did you know…? 함께 알아봅시다! 

설날에 한국인들은 한복을 
입고, 많은 음식과 과일을 
준비합니다.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차례상 
(다양한 음식과 과일)을 
차려놓고 풍년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새해 복을 기원하기 위해 
어르신들에게 세배도 합니다.
(전통 방식으로 절을 합니다) 



Did you know…? 함께 알아봅시다! 

설날에는 전통적으로 건강한 
한 해를 기원하며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하고 덕담을 
주고 받습니다. 

좋은 복만 있으라고 복조리를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윷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의 
놀이를 즐깁니다. 



한글학교 친구들… 2022년 한글날 기념 시화전 수상

지난 한글날 기념 시화전에 
참여했던 양효진(5학년반) 강예준
(5학년반) 학생들이 입선 상을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온라인 작품 전시회에서 다른 
시화전 작품들도 감상해보세요. 

https://study.korean.net/servlet/action.csc.StudyKoreanAwardsAction?p_menuCd=m309


한글학교 친구들… 



만든 날짜: 2022년 1월 15일
만든 이들: 소식지봉사팀 이무영, 우리한글학교 교장 최서연 엘리사벳. 문의: woorikoreanschool19@gmail.com

수수께끼

출처: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 
빵 터지는 저학년 
수수께끼 (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