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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헤로니모 시사회 

  

지난 10 월 17 일,쿠바 한인에 대한 영화 ‘헤로니모’ 상영회를 

전후석 감독님과 함께 Iowa State University Howe Hall 에서 

주최했습니다. ISU 학생들을 비롯한 약 150 명이 참석해 

영화를 관람하고 전후석 감독님과 질문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 ‘헤로니모’는 쿠바 한인사회의 기둥이었던 

임은조 선생님의 “성공한 쿠바인”으로서의 발자취, 

독립운동가의 아들로서의 삶, 그리고 한인 2 세로서의 한인 

정체성을 향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 후손들고 

타지에서 주거하는 교포, 한인 디아스포라의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인만큼, 한국인의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한글학교에서 주최를 의미있게 맡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을때마다 감사하게 주최를 할 예정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화 헤로니모는 11 월 21 일 한국에서 

개봉했습니다) 

 

 

 2020년 등록안내 
 

에임즈 한글학교가 더욱 

쾌적한 환경으로 이동하여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건물과 놀이터, 농구장 및 

넓은 잔디밭에서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소: 캘버리 연합감리교회 

(Calvary United Methodist 

Church, 1403 24th Street, 

Ames, IA, 50010) 

 

2020 봄학기 일정: 2월 15일 

~ 5 월 16 일 (3월 21일 후강,총 

13 주) 

 

학비: $300/yr, $160/sem 

(가족 할인) 

 

등록일:  

11 월 23 일 & 2 월 15 일  

문의: 고진열 에임즈 

한글학교장 

ameskoreanschool@gmail.com 

 

 

2019년 가을학기부터 학기제 대신 1년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연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배움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함이고,학생들은 같은 선생님과 같은 레벨의 교재로 

1년 동안 연속성 있게 학습하게 됩니다. 등록도 한 학기가 아니라 

1년으로 등록하고 빈자리가 있을 때만 학기 중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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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 프로젝트 활동 

한글학교의 보조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을 도와주는 역할 외에도 함께 모여 여러 

종류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한글학교와 한국을 바로 

알리고자하는 목적으로 한국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 한글학교 홍보영상 제작, 한글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등의 활동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10 월 17 일 진행된 "헤로니모"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홍보하는 포스터와 한글학교 

뉴스레터 등을 제작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즐기다 

저희 한글학교는 2019 년 가을, 추석을 맞이하여 

학생들과 함께 추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추석의 

전통음식인 송편을 만들어 먹으며, 제기차기, 

윷놀이, 닭싸움 등 여러가지 전통놀이도 

체험해보았습니다. 이번 추석 행사는 한글학교 

학생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깊게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NAKS 학술대회 in 시애틀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NAKS)에서 저희 에임즈 

한국학교가 개교 30 주년을 맞아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김선미 선생님은 우수 

지도교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약 3000 여명이 응시한 SAT Korean Test 

모의고사에서 나온 35 명의 만점자 중 이민혁, 

안단비, 이윤재 학생 총  3 명을 에임즈 

한글학교에서 배출하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저희 

학교가 미국전역에서 가장 많이 만점자가 나온 

학교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뽑힌 14 명의 민간 기자 중 이윤재 학생이 

시애틀에서 열린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모인 

한글학교 선생님들과 한국에서 온 교육부 관계자들 

앞에서 본인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백일장 및 사생대회  

이번 해는 백일장을 가을로 옮겨서 

진행하였습니다. K-2학년까지는 사생대회로, 

고학년들과 성인반은 백일장으로 치뤘습니다. 

주제는 “가을”과 “여행”이었고 수상자는 11 월 

23 일 가을학기 마지막날 발표합니다.  

보조교사 

자원봉사 

 

보조교사 자격: 고등학교 이상, 토픽 시험 5레벨 이상, SAT Korean 700점 

이상 또는 한국에서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 

 

고등학생 및 대학생 보조교사는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뿐 아니라 우수 

봉사자에게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다수의 공모전과 

다양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