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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한국학교 개요  ZION KOREAN SCHOOL CONTENTS 

 

 시온한국학교 2020~2021학년도 가을학기를 소개합니다. 코로나 19 범유행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진행되는 방식이 다르게 변경되고 거기에 우리를 적응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길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에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3월  15일부터 메릴랜드에 공교육이 휴지기를 지나 온라인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학기도 저희 교회가 속한 볼티모어 카운티는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한국학교도 이에 순응하면서, 지난 봄학기에 4주간 수업 후, 

급하게 학기를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온한국학교는 계속되는 온라인체제에서 한국어교육이 타협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공교육에서 추진하는 온라인교육체계를 이용하여 

2020~2021학년도 가을학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체계이기에, 재미한국학교 

워싱턴지역협의회(NAKS)와 적극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교육자료와 교육방식 등등 효과적 

교육을 위해 필수적인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교사와 인터넷교육자료 등등)을 

구축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준비된 한국어교육의 장에 귀댁의 자녀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시온장로교회 웹사이트(thezion.org)의 “시온한국학교” 섹션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한은 9월 5일(토)입니다.  

 

Welcome to the Zion Korea School Fall Semester of the ’20~’21 Academic Year.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e must learn to adjust and adapt to different ways of living our daily life. 

Since last March 14th, when the Maryland governor, Mr. Larry Hogan issued executive order, our 

public schools were closed from March 15th and then later turned to online education system. In 

this fall, all public schools in Baltimore country will continue to stay in that system. Our Korean 

School has closed the last spring semester after 4 classes in accordance with these orders and 

directions.  

 

But, with passion to teach Korean language to our students without compromise even in this 

situation, our school prepared this fall semester of the ’20~’’21 academic year by means of online 

education system. Because that system is new to us, we, in active cooperation with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in Washington Area, set up the environment where we 

can use the necessary resources (teachers, internet education materials, etc.) for effective education 

such as the education resources and education methods, etc.  

 

We warmly invite your child(ren) to this well-prepared Korean education environment. You may 

register via the section “Zion Korean School” on our church website (thezion.org). The deadline is 

September 5th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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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Period 

9월 11일(금)~12월 18일(금)  15주간/ [11월 27일(금) – 휴교(추수감사절)] 

9/11(Friday)~12/18(Friday) 15-week Fridays/ [11/27th (F) is off for Thanksgiving] 

 

 시간 Time 

매주 금요일 오후 6시~8시 10분  Every Friday @ 6:00 p.m.~8:10p.m. 

 

 대상 For Whom 

유치원~성인 (Kindergarten ~ Adult) 

 

 학비 Tuition 

첫째 학생(1st Student): $180/ 둘째 학생(2nd Student): $135/ 셋째 학생(3rd Student): $90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관계로 이사회는 학비의 10%를 줄였습니다. 

Because we do not provide dinner, the board of trustees discounted the tuition for 10%. 

 

 장학제도 Scholarship 

각 가정에 경제적 상황에 따른 재정지원이 가능합니다. 등록하실 때, 교감과 상의하여 

주십시오. Tuition assistance available based on the need. Please inquire with the director when 

registering. 

 

 교사진 Faculty Members 

그동안 시온학교를 섬기시던 교사분들과 더불어 잘 준비되신 새로운 교사분들이 이번 

가을학기를 위해 호흡을 같이 하시게 됩니다. With the teachers who served our school in the 

previous years, the new teachers who are well-prepared are ready for running our race together.  

 

 수업방식 The Mode of Class 

모든 수업은 Google Classroom이라는 앱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교사들은 각 학생들을 

학생들의 이메일(Gmail)을 통해서 수업 전에 Google Classroom으로 초대하여 진행하고 

주중에 수업내용, 숙제, 기타 자료들을 업로드하여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All classes will be taught using the Google Classroom application. Teachers will invite each 

student to the google classroom prior to the beginning of each class through their Gmails. During 

the weekdays, all the necessary materials for the class will be uploaded or shared together. 

 

 수업자료 및 숙제 분배 Classwork and Homework distribution 

만일, 수업자료와 숙제 등등을 프린트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게 되면,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만일 댁에서 프린트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교회에서 픽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되면, 날짜는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If needed, all weekly classwork and homework materials will be sent via emails but will be 

available at the church for those who are not available for printing. In that case, the pick-up hours 

will be an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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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계획 Class Schedule 

 

반별 수업 내용 Curriculum for Each Class 

             대상 Objects 

시간 Time 
화랑반 

Advanced 

무궁화반/ 태극반 

Intermediate/ High 

호돌이반/ 성인반 

Beginning/ Adult 

6:00~6:40 p.m. 
한국어  

Korean Language 

한국어  

Korean Language 

한국어  

Korean Language 

6:45~7:25 p.m. 
한국역사  

Korean History 

한국문화 

Korean Culture 
 

(또는 Or) 
 

한국역사 

Korean History 

한국어  

Korean Language 

7:30~8:10 p.m. 
한국문화 

 Korean Culture 

한국어  

Korean Language 

한국어  

Korean Language 

반구성과 수업내용과 진행은 등록된 학생과 학생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교시는 40분씩으로 구성되며, 다음 과목으로 전환간 5분의 휴식이 주어집니다. 

Each class hour is composed of 40 minutes. 5-minute break is given for class transition. 

Class formation, contents of the class, and the procession of the class are subject to change  

on account of students and number of stud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