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통합한국학교 버지니아 캠퍼스 

The United Korean School of Washington, VA Campus 

2019-2020 학년도 가을 학기  학사 일정표 
  School Calendar (Fall Semester, 2019-2020)            (2019 년 8 월 현재) 

 

Date 
School Open 

/Closed 
School  

Events & Activities 

Parents   

Events & Activities   

Korean Culture Curriculum  WAKS Events 

Remarks 

9/7 O (제 1 주) *교사 회의 9 시 

*1 학기 등록, 각 학급 출석부/주소록 작성 

(Registration, First day of instruction in each classroom) 

*각 반 레벨테스트( Take the Level Test)  

*특별활동반 작성( Set up Special Classes)    

* 등록 협조 

  (Assist the School 

Registration) 

   

* 한국어 낱말(수준별) 리스트 

배부 

(Start to study the list of 

Words) 

역사-나에 대하여 

 

9/14 O (제 2 주) *추가 등록 (교무실)  (Registration continues) 

*각반 담임: 학생 주소록,출석부 제출   

(Submit the address and attendance for students) 

 추석(Studying about Korean 

Thanksgiving) 

 

9/21 O (제 3 주) 각 반별 룸마더 리스트 작성(make the list of room mother 

in each class) 

 한국을 찾아라  

9/28 O (제 4 주)    한국을 찾아라  

10/5 O (제 5 주) 월례 교사회의 (9 시) (Teacher’s Meeting)  

*공개수업(Open House for the parents) 

*학부모 회의 
(School-Wide PTA Meeting) 

한글날( Studying about 

Hangul Day) 

WAKS 남부교사연수 

회(주예수 무궁화) 

10/12 휴강(CLOSED) No School    

10/19 O (제 6 주) *교내 백일장 대회(School-Wide Writing Contest in school) 

*특별활동 없음(No Special Class) 

학부모회주최 간식판매 
( PTA Fund-Raising Market 

  

10/26 O (제 7 주)   태극기의 상징과 이해  

11/2 O (제 8 주)   애국가 4 절까지 부르기 WAKS 백일장 /글짓기 

대회 

11/9 O (제 9 주) 월례 교사회의 (9 시) (Teacher’s Meeting)  한국의 상징 배우기  

11/16 O (제 10 주)   단군 이야기 알기  

11/23 O(제 11 주)   세종대왕에 대하여 알기  

11/30 휴강(CLOSED) No School(추수감사절 공휴일 Thanksgiving Holiday)  추수감사절(Thanksgiving)  

12/7 O(제 12 주) * WAKS 교사의 밤(Teacher’s Appreciation Day)  

 

 한글에 대하여 알기 WAKS 교사의 밤 

(중앙장로교회) 

12/14 O(제 13 주) 월례 교사회의 (9 시) (Teacher’s Meeting)  한식이란 무엇인가?  

12/21 O(제 14 주) 학습평가서 준비(Prepare the Report Card)  한국의 식사예절 배우기  

12/28-1/4 휴강 (CLOSED) No School(Christmas Holiday/New Year’s Holiday)    

1/11 O (제 15 주)   한국의 식사예절 배우기  

1/18 O (제 16 주) *월례 교사회의 (9 시) (Teacher’s Meeting) 

*1 학기 종료, 학습평가서 배부 
(Last day of 1st Semester, Distribution of Report Cards) 

 *설날(Learning about the 

Lunar New Year) 

 

1/25 휴강(CLOSED) 1 학기 방학(Snow Makeup Day)    

 



 

2019-2020 학년도 봄 학기 학사일정표 

                               School Calendar (Spring 2019-2020)   (2019 년 8 월 현재) 

 

Date School Open/Close Events & Activities 
Parents  Events & 

Activities   

Korean Culture 

Curriculum 

WAKS Events 

Remarks 

2/1 O (제 1 주) *2 학기 등록- 한교과  

(Registration in Cooper MS. for 한교과) 
*등록 후 정상 수업.(After Registration, have class) 

* 등록 협조 

  (Assist the School 
Registration)   

한복의 기본 이름과 입는 

방법 배우기 

  

 

2/8 O (제 2 주) *각 반 룸마더 정비( Fix the list of Room mother for the 
Spring Semester,Make Attendance, Address book) 

 삼국에 대하여 알기  

2/15 O (제 3 주)   고려에서 나온 청자  

2/22 O(제 4 주)   고려에서 나온 청자  

2/29 휴강(CLOSED) No School for teacher’s conference   WAKS 봄 학기 교사 

연수회  

3/7 O (제 5 주)   *삼일절(about3.1 절)   

3/14 O (제 6 주) * 월례 교사회의 (9 시) (Teacher’s Meeting) 

* 얼말글 준비(Prepare year book 얼말글) 

*교내 시낭송,동화구연,나의 꿈 말하기 

(Reading Poem, Assimilation oral narration in school) 

 조선의 역사-설립  

3/21 O (제 7 주)   조선의 역사-한양의 4 대문  

3/28 O (제 8 주) SAT 한국어 모의고사 
 

 조선의 역사- 서당   
WAKS 시낭송/동화구 

연/나의 꿈 

말하기대회 

4/4 휴강(CLOSED) No school    

4/11 O (제 9 주) * 월례 교사회의 (9 시) (Teacher’s Meeting) 
 

 한국의 독립운동   
 

4/18 O (제 10 주) *교내 낱말대회(Word Contest in School)    

4/25 O (제 11 주) 어린이 날 행사(전통놀이 체험) 

(The Traditional Korean Game Day for Children’s Day)  

특별활동 없음(No Special Class) 

전통놀이 실현 준비   

5/2 O (제 12 주)   이민역사 WAKS 낱말경연대회 

5/9 O (제 13 주) * 월례 교사회의 (9 시) (Teacher’s Meeting)  이민역사  

5/16 O (제 14 주) 각반 담임: 학습평가서 준비(Preparation for Report Card) 

한자검정(5,6,7,8 급) 

 이민역사  

5/23 휴강 (CLOSED) No School(Memorial Day)    

5/30 O (제 15 주) 재학생 조기등록시작(Early Register for 2019-2020)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  

6/6 O (제 16 주) *월례 교사회의 (9 시) (Teacher’s Meeting) 

*종업식(Last day of School year, Distribution of Report 

Cards, Awards Ceremony)*특별활동없음(No Special Class) 

Parents are Invited to 

the Ceremony  

 

1 년동안 배운 역사문화 

각 반 발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