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앤아버 대학촌 한글학교 

운영계획서 
 

 

예수님과 이웃사랑, 나라사랑, 한글사랑 

 

미국에서 자라는 한국인 2 세 아이들을 신앙을 바탕으로 민족문화를 알게 하고 이중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지역사회 및 세계를 빛내는 자랑스런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 나가게끔 기초교육을 시키는데 있다. 

 

 

 

한글학교 학사 행정규정 

 

1. 입학 연령: 

    등록연도 9 월 기준 만 4 세가 지난 학생에 한한다. 
 
2. 학기 구분: 

    미국 정규학교와 같이 2 학기제로 운영됩니다. 

    봄학기 -    1 월 3 째주 부터 4 월 4 째주 까지 (15 주) 입니다 

    가을학기 - 9 월 노동절 (Labor Day) 있는 주부터 12 월 3 째주 까지 (15 주) 입니다 
 
3. 등록: 

    재학생등록: 학기말경 각 선생님에게 배포한 등록원서를 통해 종강전까지 받습니다. 

    신입생등록: 개학전 별도 공고한 기간에 등록 받으며 배치고사를 통해 반 배정을 받습니다. 
 
4. 등록금 및 수업시간 

    한 학기 $50 
 
5. 한글학교 행사 

    개학식 (가을학기), 학격평가 시험, 골든벨 및 성경암송 대회, 학습 발표회, 종강식 (봄학기)가 있습니다. 

    또한, 1 년에 1 회 미시간 한글학교 축제의 날이 5 월 첫째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6. 한글학교 외 행사 

    본교는 미시간 협의회에 속해 있으며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동요합창 대회, 이야기대회,  

    미시간 한글 학교축제 및 기타 행사에 적극 참여합니다. 

교훈 

 

사명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러한 행사에 자원봉사로 적극 참여하시어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7. 학부모님의 협조 

    1) 각 반의 Room 및 PTA 적극 참여하기를 강권합니다. 

    2) 가정에서 한국말을 사용하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오해 주시고, 숙제 

        또한 잊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3) 3 회 이상 숙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연락을 주셔서 수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4) 담임선생님과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연락을 주셔서 수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5) 한글학교 행사에는 부모님 중 한 분은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6) 학생들의 안전과 책임소재를 바르게 하기위해 외부 행사 시에 필요한 교통편은 부모님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학부모 교육 문화 프로그램 

    앞으로 학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공예 및 미술 아이들의 생활 강좌팀과 연계하여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정이 허락하는 수준에한 함) 
 
 
 
 
 
 

한글학교 제반규칙 

 

1. 교사 임용 규정 

    1) 본 교회에 등록한 신실한 세례교인입니다. 

    2) 한국에서 정규대학졸업 및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입니다. 

    3) Cell Church 에 적극 참석하고 학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 입니다. 
 
2. 교사 근무 시간 

    봄, 가을 학기 각 15 주 로서, 6pm ~ 9pm 
 
3. 교사연수 

    특별 교사 회의 및 세미나 (년 2 회 미시간 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교사 연수회에 참석) 
 
*PS: 현재 저희교회의 특성상 교회의 금요예배를 보시는 시간에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