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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학년도 7호 (온라인 26호) 우리한글학교  소식지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임신부: 오승수 시몬. 한글학교 교장: 최서연 엘리사벳. 

이번 주는:
속담
세배
정월대보름

수수께끼 

이번 주 노래:
Moonlight - Twice 
사진 누르세요!!
       

이번 주 음식은:
약식!!! 

*지난 호 수수께끼 정답: 나이

https://www.youtube.com/watch?v=Q8nCjQCvWD4


누워서 떡 먹기
= 식은 죽 먹기

이번 주 속담

의미: It’s a piece of cake!



알립니다

2월 5일은 정월대보름입니다. 

수업시간에 오곡에 대해서 

재미있게 배웠나요? ^^ 보름달도 

꼭 확인해보세요!

한글학교 숙제를 꼭! 챙겨서 

열심히 해주세요~

제12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 

대회에  관심있는 학생들 (4-12학년)

은 선생님께 문의하세요.

주일학교 고학년 (8학년 이상) 

사순피정 날짜가 결정되었습니다!  

확인 후 등록하세요.



래플 당첨!! 2월 생일

김시아 
김지아
김서연
이서윤
왕호영
제이든 (1월) 

캐서린 미호 벤 워머 (PK), 
이태상 (K), 세츠다민 (K), 
이효경 (1), 정제이(1), 
박주하(2), 황동주(2), 
박예빈(3), 박민찬(4), 
김시원(5), 정세이(6), 
이시우(7), 박초빈(8) 



Daeboreum (대보름; literally "Great 
Full Moon") is a Korean holiday 
that celebrates the first full moon 
of the new year of the lunar 
calendar,  which is the Korean 
version of the First Full Moon 
Festival. 

Established to promote unity and 
solidarity, this festival can be 
traced back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Many traditional foods 
enjoyed during this period are 
rooted in Korean agriculture, 
medicine, and mythology. 

정월 대보름은 음력 달력의 새해 첫 

보름달을 기념하는 한국의 명절입니다. 

화합과 결속을 위해 삼국 시대부터 

기념해왔다고 합니다. 이 때 즐기는 많은 

전통 음식은 한국의 농업, 의학 및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Did you know…? 함께 알아봅시다! 

https://en.wikipedia.org/wiki/Korea
https://en.wikipedia.org/wiki/Full_moon
https://en.wikipedia.org/wiki/Korean_calendar
https://www.mk.co.kr/news/it/view/2015/03/206371/
https://www.mk.co.kr/news/it/view/2015/03/206371/


오곡밥은 5가지 곡식(찹쌀/보리, 팥, 콩, 기장/ 

조, 수수)으로 만든 밥입니다. 대보름에 묵은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보름나물은 다가올 여름 

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Ogokbap is rice made from (sweet)rice/barley, red beans, 
black beans, millet, and sorghum). It is often eaten together 
with mug-eun namel (or Boreumnamul). Boreumnamul eaten 
in winter is said to help overcome the upcoming summer heat.

부럼은 땅콩, 호두, 잣, 밤, 은행 등 다양한 
종류의 견과류를 모아 놓은 것입니다. 아침 
일찍 대보름에 부럼깨기를 하면 이가 
튼튼해지고 알러지가 생기지 않으며 종기를 
예방하고 한 해의 복을 가져다준다고 합니다.
Bureom is a collection of different types of nuts such as 

peanuts, walnuts, pine nuts, chestnuts, and ginkgo biloba. It 

is said that biting Bureom on Daeboreum strengthens teeth, 

prevents allergies, and brings good fortune for the year.



정월 대보름  전통놀이

짚이나 솔가지 등을 모아 쌓아 놓고, 
보름달이 떠오를 때 모닥불에 불을 
붙이는 전통을 달집태우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대보름을 축하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모닥불은 달을 위한 
일종의 "집"을 지을 의도로 삼각형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The tradition of lighting a bonfire on fire 
is called 달집태우기 (daljiptaeugi). This is 
one of the ways people celebrate 대보름 
(Daeboreum). These bonfires are built in a 
triangular shape, with the intention being 
to build a “house” of sorts for the moon.



달맞이 전통도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사람들이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산을 오르고, 
첫 달이 뜨는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달이 
뜨는 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일년 내내 
행운이 따르거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There is also a moon-viewing tradition. In the 

countryside, people brave the cold weather to 

climb mountains and catch the first moonrise. It 

is said that the first person to see the moon rise 

will have good luck or wishes come true 

throughout the year.



오곡 체험



저학년 학생들은 자음, 
모음, 낱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집에서 
많이 사용해 볼 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



만든 날짜: 2022년 2월 5일
만든 이들: 소식지봉사팀 강유진, 이무영, 우리한글학교 교장 최서연 엘리사벳. 문의: woorikoreanschool19@gmail.com

수수께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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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