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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한국학교 개요  ZION KOREAN SCHOO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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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일상이 진행되는 방식이 다르게 변경되고 거기에 우리를 적응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길들이며 살아온지도 벌써 10개월이 넘었습니다. 지난 3월 14일에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3월  15일부터 메릴랜드에 공교육이 휴지기를 지나 

온라인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가을학기도 저희 교회가 속한 볼티모어 

카운티는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된 상황 속에 2020년 가을학기를 온라인 

교육체계를 이용하여 준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체계이기에, 재미한국학교  협의회(NAKS) 및 재미한국학교 

워싱턴지역협의회(WAKS), 그리고 재외동포재단 및 워싱턴한국교육원(Korean Education 

Center in Washington D.C.)와 적극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교육자료와 교육방식 등등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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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에 열정과 실력을 겸비하신 교사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내실있는 교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시작된 지난 가을학기가 학생과 학부모의 좋은 반응을 보이며 풍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한 학기를 온라인교육체계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가진 행정과 

교사로 준비된 한국어교육의 장에 귀댁의 자녀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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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등록기한은 1월 30일(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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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pandemic, we have been used to learning how to adjust ourselves to the modified daily 

lifestyles and life procedure for about 10 months. Since last March 14th 2020, when the Maryland 

governor, Mr. Larry Hogan issued an executive order, our public schools were closed from March 

15th and then later turned to online education system. In the last fall, all public schools in Baltimore 

country will continue to stay in that system. Our Korean School prepared the Fall semester by 

using of online education system and proceeded.  

Because that system is new to us, we, in active cooperation with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and W.A.K.S. (NAKS – Washington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as well as Overseas Korean Foundation and Korean Education Center in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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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ddition, well-prepared teachers with ability, experience, and passion joined us to 

fortify Zion Korean School teaching system.  

With all of these, our school went very well with good responses from teachers and students. Now 

we warmly invite your child(ren) to this well-prepared Korean education environment with 

administration and teaching in ability, experience, and passion. You may register via the section 

“Zion Korean School” on our church website (thezion.org). The deadline is January 30th (S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