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등록 안내                                                                  

날짜: 2018년 9월 9일 일요일오후 12:30-4:30  

장소: 김대건 천주교회 교육관 교무실  

등록금: $200  |  형제 등록시 $10 할인혜택  

 

배치고사 안내                                                                             

날짜: 2018년 9월 9일 일요일오후 12:30-1:30 

장소: 김대건 천주교회 교육관 교무실 

 

학사일정                                                                                                                                                                                    

개 학 일: 2018년 9월 9일오후 2시  

수업시간  

• 가을학기: 2018년 9월 9일 - 12월16일 | 매주 일요일 오후 1:30- 4:20 (14주 수업) 

• 봄학기: 2019년 1월 13일 – 5월 5일| 매주 일요일 오후 1:30- 4:20 (16주 수업)  

장소: 김대건 천주교회 교육관  

 

일요학교 학급 안내(한국어로 수업)                                                          

 

 

 

 

 

 

 

 

 

 

ST.ANDREW KIM 

DAEGEO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SCHOOL 

교육목표                         

성 김대건 천주교회의 부속 교육기관으로서  

다문화의 생활환경에 있는 재미한국인 어린이들에게  

(1) 한국어, 한국역사와 한국의 전통, 문화,  

예술을 전달하며 

(2) 풍요롭고 창조적인 Korean-American으로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며 

(3)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정체성을  

가지도록 한다.  

  

 

 

 

 

 

 

 

 

  

기초반: 만 4세 이상, 통문자 학습/자, 모음 익히기/ 준비 단계 

초급 1반: 받침 낱말, 이중 모음/ 음절 구성 이해 

초급 2반: 단순 문장 익히기/ 동사 위주 학습 

중급 1반: 문장의 문형 익히기/음운 현상/조사 사용 

중급 2반: 문장의 문법 익히기/글의 내용 파악 

중급 3반: 문형/문법과 용언의 변화/ 5W1H 형식으로 글쓰기 

고급 1반: 글의 내용 이해/주제 찾기/ 용언의 변화 

고급 2반: 글의 내용 이해/문장 표현 익히기/ 응용학습 



                                           

 

중점 추진 과제          

1. 일기 쓰기 

2. 한국 책 많이 읽기 

(교무실에서 대여가능) 

3.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고른 지도 

(말하기 교육의 강화-1일 1대화) 

4. 영어, 한국어의 상호 번역 연습 

5. 많이 쓰이는 한자와 속담 익히기 

6. 한국 문화와 역사 이해  

 

 

2018 - 2019학사일정                    

   

날짜 학교행사 

9/9 등록 및 배치고사 

9/9 가을학기 개학 

10/21- 11/4 중간고사 

11/25 추수감사절 휴교 

12/16 학기말고사 종강 파티 

1/13 봄학기등록 및 개학 

4/21 부활절 휴교  

5/5 종강행사  

 

* 위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부모님들의 참여로 교육의 질과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네소타 대건 한국 학교 

MINNESOTA 

DEAGEON 

KOREAN SCHOOL 

  

미네소타 성 김대건 천주교회 

                        Church of St. Andrew Kim 

                          

 

 

 

 

1435 Midway Pkwy. 
St. Paul, MN 55108 

 

 

Questions or Comment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Principal 최지영 /Jiyoung Choi 
 
 

Email: Jiyoung1129@gmail.com 

mailto:Jiyoung112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