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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입니까? Spec입니까?
우리한국학교 교장

김귀희

지난 몇 년 사이 제가 흔하게 듣는 단어 중의 하나가 Spec이라는 말입니다. 어린
학생들도 spec을 말하더군요. 저도 대강의 짐작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 단어의 뜻을
찾아 보았습니다. Spec은 specification의 준말.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
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를 합한 것을 이르는 말. 원래는 공산품에 쓰는 말로서 생산
자는 상세한 기능과 특징을 설명해 놓은 것이며 주문자 입장에서는 이러저러하게
만들어 달라는 상세 요구서를 뜻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상세히
설명하고 팔리기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요약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설명들을 읽다
보니 마치 학생들이 물건처럼 느껴지며 spec을 만들라고 주장하는 저는 학교라는 공장의 공장장 같은 생각
이 들어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단절된 기능이 있을 뿐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나 모든 사
람을 이롭게 하는 교육 이념은 끼어들 틈이 없는 가파른 길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길게는 20여 년의 교육을
마치고 그 후에는 사회 생활을 할 여러분의 삶은 조각조각 이어 붙인 spec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펼쳐지곤 할 것입니다. 물론 당장 상급학교에 진학을 해야 하고 대학을 마치면 취직을 해야 하는 등
의 현실적인 삶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생은 spec이 아닌 story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을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Story는 자신이 경험한 지난 일이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남에게 일러
주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더군요. 아직 어린 나이에 경험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행 봉사활동
다양한 운동 등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삶의 깊이를 더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도 독
서는 여전히 중요하고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안내자의 역할을 해 줍니다. 주어진 공부
가 의무가 아닌 즐거움이 될 때 더 깊은 Story가 생겨나게 됩니다. 배움의 어떤 것이라도 자기화 시켜서
Story 속에서 Spec을 만들어 내는 깊은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곡 이이의‘공부는 죽은
뒤에야 끝나는 것이니 서두르지도 늦추지도 않는다’는 가르침은 마음에 새겨둘 만합니다. 비단 공부만 아
니라 삶도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니 이이의 가르침은 인생에서 지침으로 삼을 만 합니다. Story를 갖기 위해
서는 길게 보는 연습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날은 100세 시대입니다. 학생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평균 수명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직업의 시간이 끝났을 때 여러분을 풍성하게 해 줄 꿈이 있습니까? 헬
렌 켈러가 말했습니다.‘시력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비젼이 없는 사람이다’라고요. 아마도 비
젼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송나라의 재상이었던 왕
안석이라는 분은 貧者因書富. 富者因書貴(가난한 사람은 독서로 부자가 되고 부자는 독서로 귀하게 된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먼 훗날 우리한국학교 학생들 중에 부자도 나오고 귀한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여러
분의 Story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는 일은 스
펙으로서도 훌륭하지만 인생의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교지에 실린 작품들을 훗날 읽어보면 미
국 땅에서 한국어를 지키려 했던 여러분의 노력이 스스로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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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마당 제15집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한국학교는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운영되는 다른 여러 한글학교와 달리 미
국에 일시 체류하는 지상사 및 회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본국 연계 교육과 현지 적
응 교육을 병행하여 해외학교 재학에 따른 학습 단절을 예방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
수목적 주말학교입니다.
미한국상공회의소(코참) 부설 우리한국학교는 대한민국의 교과서로 교육을 실시
하여 귀국 시 초래할 수 있는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통해 정체성을 가진 민주시민
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며,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육을 바탕으로 현지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대한민국 교육
과정을 통한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며, 봉사와 헌신의 자세를 기르는데 교육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송종근 이사장님과 김귀희 교장선생님께서 뜻을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과 교육의 씨줄과 날줄을 엮어 내시고 그 뜻을 헤아려 주시는 학부모님들과 코참 관계자들
의 후원을 받아 우리한국학교가 지금과 같이 독보적 위치를 확보했다고 자부합니다.
금번에 발간하는‘우리마당’제15집에 그 동안 학생들이 일궈낸 교육의 성과들과 학교의 주요활동을 모
두 담아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학생들의 큰 성취와 선생님들의 노고의
단면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한국학교에서 큰 꿈을 키워가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지구촌을 이끌 미래의 주인공이며 기성세대의 희망입니다. 미국의 발전된 모습과 비전을 배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적 유산도 함께 배우는 여러분들은 여러 면에서 장점과 기회를 많이
가진 대견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우리한국학교에서 봉사하는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대한민국은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창의. 융합형
인재, 배움을 즐기는 인재, 상상력을 발휘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비전은 가정과 사회가 보조를 맞춰줄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마당 제15집 발간을 축하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한국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시와 수필
등 각종 문예작품을 풍성하게 담아낼 수 있는 한국어 문예지로‘우리마당’이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
니다.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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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우리한국학교 이사장

송 종 근

늘 우리한국학교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학부모님, 선생님, 학생 그리고
KOCHAM 관계자 여러분! 우리한국학교 학생들의 소중한 작품들을 담은‘우리마
당’이 어느덧 15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 많은 외국 문물이 유입되고, 자기 나라 고유의 것이 무엇인지 모호해지고 있는
현 시대에, 더구나 모국이 아닌 타국에서 자신의 근본을 확인해나가는 과정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마당을 한장 한장 넘기며 학생들의 구슬땀 어린 작
품들을 접하면서, 우리한국학교 학생들은 정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온전히 체득하고 있구나, 일주일에
한 번 밖에 가르칠 기회가 없는 데도 학생들의 실력을 이 정도까지 이끌어내신 선생님들의 능력 또한 굉장
하구나 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기초반 아이들의 예쁜 그림작품들, 어린 학생이 썼다는 게 믿
기지 않는 뛰어난 솜씨의 독후감, 창작시, 수필들! 이 모든 일들이 남들이 쉬는 토요일에 땀방울을 흘려가며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지요.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감상하고, 한 교실에서 함께 공부한 친
구들의 작품도 감상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뛰어난 작가가 되고, 뛰어난 감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한국의 교육방식을 본받아야 한다
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어떤 선진국에 못지 않은 교육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자본과 자원이 상대
적으로 부족하나 우수한 교육을 통해 양성된 뛰어난 인재들이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한국학교를 둘러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한국학교는 타 한글학
교와는 다르게 고유한 교육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과 자부심 고취에 상당
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선진 미국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주말에는 한
국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검증된 한국 선생님들로부터 한국식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한국학교 학생 여러
분들은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최상의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한국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늘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자신의 경쟁력을 스스로 높여 뛰어난 글로
벌 인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마당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신 김귀희 교장선생님과 우리한국학교 선생님들께 진심으
로 감사드리며, KOCHAM의 윤석환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뉴욕총영사관의 박희동 뉴욕한국교
육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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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국학교 설립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한국학교는 그간 주재원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체재하는 동안 따라가지 못한 본국의 교과 과정을 가르쳐 귀
국 후 상급 학교 진학할때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어느덧 21해가 되었고,
지금은 동포사회에도 문호를 열어 어린 동포 자녀 학생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
우는 데도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한국학교의 발전을 위해 그간 애써오신 KOCHAM 역대회장님들, 이사
분들,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우리한국학교는 20년이 넘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 한글학교의 모범이 되었을 뿐 아니라
매 해 새로운 발전을 위해 무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매년5월 수학경시대회, 10월에는 영한/한영번역 경시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특
히 영한/한영 번역경시대회는 한글날 기념과 더불어 장차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차 한국문화를 영어로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에는 교육의 면모를 일신하여 시대 흐름에 맞춘 <디지털 교육>방법을 도입, 디
지털 영상수업을 실시하는 등 선진 교육 기술 도입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역사의식 강화’를 위한 뿌리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을 고취시키고, 나 자신의 성장이 내 가족과 내가 속한 사회, 그리고 새로운 역사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초석이 된다는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역사와 사회수업을 신규 과목으로 채택,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도 그럴것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뿐만 아니라 미국 굴지의 유명한 회사들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만한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급변하는 현실속에서 우리한국학교가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간다면, 미동부 최
고의 명문사관으로 우뚝 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우리마당 제15집’발간을 위해 많은 작품을 준비해준 우리한국학교 학생들과 학교 교육 관
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한국학교의 지속적인 도약을 기원합니다.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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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 취지 및 교육 목표

설립 취지
본교는 미국에 일시 체류하여 본국 교육을 받을 지상사 및 회원사 자녀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본국 교육과정 연계 교육과 현지 적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교육 목적 및 교육 방침
1. 교육 목적
1) 본국 교육과정 연계 교육
본국 교육과정에 준하여 본국의 교과서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 귀국 시 연계 교육 공백을
해소시킨다
2) 현지 적응 교육 실시
ESL 등 현지 적응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시킨다.
3) 민족문화 유지 교육
본국의 교육 과목을 계속 교육함으로서 민족문화를 유지시키게 하고 학생의 소질 함양에 기여해 나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4) 생활 교육
우리 민족의 예절과 생활 습관을 교육시켜서 민족의 긍지를 심화시키고 세계인으로서의 봉사와 헌
신의 자세를 함양 시켜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5) 민주 시민 교육
동일 민족 속의 집단생활과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계승 할 수 있는 기회를 유지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창조적인 기틀을 마련하며 문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연마하게 한다.

2. 교육 방침
1) 한국의 교육 이념과 교육방법을 최대한 수용, 적응토록 한다.
2) 한국의 초, 중, 고 교육과정에 최대한 접근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3) 한국의 학교 교육의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 방법의 장점들을 본국 교육에 최대한 적응시키도록 한다.
4) 미국 교육 방법의 장점을 조화 있게 유지, 적응시키도록 한다.
5) 학생들의 능력을 감안,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능력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6) 예절 교육에 힘쓰고 민족 교육의“효”의 사상 교육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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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1

학교
소개

지상사 협의회 이사회에서 학교설립을 결정하고 학교 이사장에 협회전회장인 (주) 대우 유기범 사장을 선임하고
종합상사 및 임원 회사 관리 책임자로 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 제1차 회의 소집 (대우, 럭키금성, 삼성, 쌍용,
선경, 현대, 효성, 코오롱, 한국 화약의 관리자 9명으로 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

1991.12

제 1차 설문 조사 실시

1992. 1

제 2차 회의 소집하여 기본 방향 설정

1992. 1

제 2차 설문조사 실시

1992. 2

제 3차 회의 소집하여 예산 설정안을 마련

1992. 2

제 4차 회의 소집하고 학교 등록에 관한 제반준비를 확정

1992. 5

미국 주 정부에 비 영리 법인 학교 등록: 우리한국학교/Korean Educational Institute.

1992. 8

학생 모집을 완료

1992. 8.27

교사 선임을 완료하고 (주) 럭키 금성사에서 교사 협회 개최

1992. 9.28

초대 교장에 (주) 대우 유기범 이사장을 겸임토록 선임

1992.10.10

학생 554명 교사 40명 으로 DWIGHT MORROW HIGH SCHOOL, Englewood, NJ 강당에서 개교식을 개최
하고 수업시작, 국민학교(1-6학년) 18 학급, 중학교 (7-9학년) 5 학급, 고등학교(10-12학년) 2학급, 계 25학급

1993. 3. 1

유기범 사장 귀임으로 제2대 이사장겸 교장에 (주)대한통운 김상규 사장을 선임

1993. 3. 6

국민학교(1학년:4학급, 2학년-6학년:각 3학급, 총 445명)
중학교 (7학년-9학년:각 2학급, 총 141명)
고등학교 (10학년-12학년:각 1학급, 총 64명)

1993. 6. 2

정기 이사회의 이사 22명 선출 MEETING.

1993. 6.22

MEMBERS COMMITTEE 위원 명단 10명 선출 MEETING, 보조금액 결의

1993. 9

93학년도 2학기 수업 시작

1993.12.15

제 3차 이사회 소집. 94/95년도 보조금액 전년도와 동일하기로 결의 함.

1994. 4. 1

이사 중 삼성 정방언, LG 고명석 귀국 발령으로 사임하고 대한통운-김상규, 선경-김영만, 현대-김영덕.
TRUSTEE 선출됨.

1994. 6. 8

1994학년도 제 1차 회의 (재정위원, 교사 평가위원 선출)

1994. 9

94학년도 2학기 수업 시작. 28학급, 650명, 교사 40명

1995. 3. 4

95학년도 수업 시작 학생 892명, 31학급

1995. 9. 9

JANES E. DISMUS MIDDLE SCHOOL 건물을 전용으로 사용하여 2 학기 수업 시작. 31학급, 교사 40명

1996. 3. 9

96학년도 수업 시작 학생 773명, 33학급, 773명, 교사 40명

1996. 9

96학년도 2학기 수업 시작, 33학급, 770명, 교사 40명

1997. 3. 8

97학년도 수업 시작 학생 670명, 30학급, 교사 40명

1997. 9. 8

학교 이전하여 WOODROW WILLSON MIDDLE SCHOOL, CLIFTON, NJ 에서 2학기 수업 시작

1998. 3. 7

98학년도 수업 시작. 학생 513명, 25학급, 교사 40명

1998. 9. 1

김상규 사장 귀임으로 KOCHAM 김영만 회장을 제 3대 이사장 겸 교장 으로 선임.
98학년도 9월 학기 수업 시작
학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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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3. 6

99학년도 수업 시작. 학생 401명교 21학급, 교사 35명

1999. 9.11

초등 교감 손영석, 중.고등 교감 김진권으로 분리 운영 하여 2학 기 수업 시작

2000. 3. 4

2000학년도 1학기 수업 시작 학생 401명 22학급, 교사 34명

2000. 9. 9

초등 교감 손영석 퇴임. 김진권 교감이 초.중, 고등 전 학년을 담당하여 운영 함. 학생 448명 22학급, 교사 34명

2001. 3. 3

2001년도 1학기 수업 시작 학생 418명 23학급. 기초반 새로 설립 하여 교사 31명. 체육관 2개 사용하여 점심
시간과 체육시간을 이용하게 함.

2001. 9. 8

2001년도 2학기 수업 시작. 학생 418명 23학급. 교사 31명.

2002. 3. 2.

2002년도 1학기 수업 시작. 학생 412명 22학급 교사 32명

2002. 9. 7.

2002년도 2학기 수업 시작. 학생 409명 22학급 교사 32명.
학교 System 을 미국학교와 같이 도입, 담임 지도 하에 체육관에서 전 학생을 인솔하게 함. 교사 32명

2003. 1. 2

한국학교 분과위원회의 발족하고 분과위원장 김윤수(외환은행),
김영만, 석연호(효성), 오억수(대한통운), 최진욱(한국타이어)
안동규(기업은행), 고석진(신한은행), 김병호(하나은행)을
New Trustees of KEI 로 선출함.

2003.1.16.

2002년도 재외 유공 동포 동백장 훈장을 김영만 교장 수상.

2003. 3. 1.

2003년도 1학기 수업 시작. 학생 405명 22학급 교직원 32명

2003. 3

김윤수 지점장 귀임으로 ㈜ 대한통운 오억수 사장을 분과위원장으로 선임.

2003. 9. 6

Board of Trustees에서 이사장에 김영만, 교장에 김진권을 선출하여 2003년도 9월 6일부터 2학기 수업을 시작
함. 학생 수 410명 학급 22학급, 교사 32명.

2004. 3. 6

1학기 수업 시작 학생 423명 학급 22학급, 교사 33명

2004. 9.11

2학기 수업 시작 학생 440명 학급 23학급, 교사 33명

2005. 1. 1

2004년도 본국 외교통상부 장관상을 우리한국학교 서미숙 부장 수상

2005. 2.19

우리마당 제 6집을 발간하여 재학생에게 배포 함.

2005. 3. 1

김영만 이사장 귀임으로 ㈜ 대한통운 오억수 사장을 제 4대 이사장 겸 분과위원장으로 선임. 안동규 지점장 발
령으로 ㈜ SK INC 김문기 사장을 분과위원으로 추가 선임 함.

2005. 3. 5

2005년 1학기 수업 시작. 학생 수 430명, 23 학급. 교사 33명

2005. 9. 10

2학기 수업 시작. 학생 수 404명, 23학급. 교사 33명

2006. 2. 8

오억수 이사장 귀임으로 우리은행 뉴욕지점장 조용흥을 한국학교 제 5대 이사장 겸 분과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최진욱(한국타이어), 고석진(신한은행), 김문기(SK Telecom), 김창현(대한통운)을 Board of Trustees로 추대 함.

2006. 2. 18

우리마당 제 7집 제작하여 학생에게 배포 함

2006. 3. 4

2006학년도 1학기 수업 시작. 학생 수 374명 22학급, 교사 34명

2006. 9. 9

2006학년도 2학기 수업 시작. 학생 수 360명 22학급, 교사 34명

2006. 11.21

2006/7학년도 예산통과 시 부족분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등록금,
회원사 회비 및 개인 회비 인상을 2007년 3월학기부터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통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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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3

학교
소개

2007학년도 1학기 수업 시작. 학생 수 340명 22학급, 교사 30명
김귀희 국어교사를 교감으로, 차현숙 국사교사를 교무주임으로, 김교훈 국사교사를 학생주임으로 선임함.

2007. 5. 23

조용흥 이사장 귀임으로 대한통운 김창현을 한국학교 제 6대 이사장 겸 분과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배호열(한국타이어), 김문기(SK USA), 김홍주(하나은행), 이영태(우리은행)을 Board of Trustees로 추대 함

2007. 11. 15

우리한국학교 개교 15주년 기금 후원의 밤 행사 실시

2008. 2. 9.

김진권 교장 귀임으로 김귀희 현 교감을 교장으로 선임하여 08년 3월학기 준비를 시작 함..

2008. 3. 1

김창현 이사장의 귀임으로 배호열(한국타이어)을 제 7대 이사장 겸분과위원장으로 선임함.
310명 학생 수, 21학급으로 3월학기 시작

2008. 9. 6

08년 9월 6일 학생 수 280명으로 2학기 수업 시작.

2009. 2. 14

2학기 종강

2009. 3. 7

09년 3월 7일 학생 수 250명으로 1학기 수업 시작

2009. 6. 25

배호열 이사장겸 분과위원장 귀임으로 김홍주(하나은행)을 제 8대 이사장겸 분과위원장으로 선임함.

2009. 9. 12

09년 9월 12일 학생 수 252명으로 2학기 수업 시작

2010. 3. 6

2010년 도 3월 6일 학생 289명 1학기 수업 시작.

2010. 9. 12

2010년 도 9월 11일 학생 315명 2학기 수업 시작.

2011. 3. 5

2011년 도 3월 5일 339명 1학기 수업 시작.

2011. 3. 24

김홍주 이사장 귀임으로 나득수(우리은행)을 제 9대 이사장 겸 분과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분과위원으로 이상길
(대한통운), 백승달(무역보험공사), 조도현(보건산업진흥원), 송종근(하나은행) 선임.

2011. 9. 10

2011년도 2학기 수업 시작. 23학급, 학생 수 304명 & 교사 27명

2012. 3. 03

2012년도 1학기 수업 시작, 23학급 & 학생 313명, 교사 27명

2012. 9. 08

2012년도 2학기 수업 시작. 학생 수 301명 22학급, 교사 27명

2012. 10. 01

이상길(대한통운)귀국으로 홍국철 (대한통운), 백승달(한국무역보험공사)귀국으로 김종석(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새로운 분과위원으로 선임 함.

2012. 10. 20

개교 20주년 행사를 학교 강당에서 실시 함.
학생 및 학부모 550 여명 참석.
교지“우리마당14호”특집을 발간 함
학예회 발표와 동시에 기념품(수건)을 만들어 배포 함.

2013. 3. 2

2013년도 3월학기 개학 21학급으로 교사 27명, 학생 수 300명
제 1회 한자경시대회를 실시 함

2013. 9. 14

2013년도 9월학기 개학. 18학급으로 교사 27명, 학생 수 263명.
중.고등학교 과목에 국사 사회 개설.
나득수 이사장 귀임으로 송종근 하나은행 지점장을 제 10대 이사장 겸 분과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우정훈(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을 분과위원으로 추가 선임함.

학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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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개

기본 생활 규범

1. 학교, 학급 기물에 손대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1) 남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며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 생활 예절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특히, 미국학교 선생님 책상 위 물건, Computer 등)
(2) 복도 게시물, 남의 locker에 손대지 않게 해 주시며, 다른 나라 국기(성조기)를 건드리지 않고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갖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2. 화장실 휴지 사용법과 아껴 쓰는 마음, 주변을 깨끗이 사용하는 법을 지도해 주십시오.
*** 공공 생활 예절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3. 복도나 교실에서 뛰거나 장난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특히, 교실 출입문턱에 턱걸이를 하거나, Radiator에 올라 타지 않도록 안전 지도를 해 주시고 계단에서
는 절대로 뛰지 않고 한쪽 편으로 오르내리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4. 등.하교 시간을 꼭 지키는 약속 시간 잘 지키기의 중요성을 지도해 주시고 항상 School Bus 출발 5분전
에 미리 모여 대기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5.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며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는 습관도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6. 개인소지품(가방,도시락, 문 구류 등)에 꼭 이름을 써서 잃어 버리더라도 누구나 찾아 줄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십시오.
7. 실내정숙 지도 뿐 아니라 방과후 교실 뒷정리, 최소한 자신이 사용한 책, 걸상 위와 주변을 정리하고 하
교 하는 습관을 갖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8. 실내 Gym에서 학생들이 공을 발로 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점심시간)
(1) 공으로 머리,눈 등을 다칠 경우 친구들에게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2) 실내에서는 공과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마음 자세
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9.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오락, 게임 기계나 놀이카드 등을 학교에 가져 오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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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개

2014 학사 일정
2014학년도 1학기 학사 일정

2014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

주차

날짜

행사

주차

날짜

행사

1

3/1/2014

1학기 개학, 교과서 배부

16

9/6

2학기 개학, 교과서 배부

2

3/8

17

9/13

3

3/15

18

9/20

4

3/22

19

9/27

5

3/29

20

10/4

6

4/5

7

4/12

영한·한영 번역 경시대회

10/11 Columbus Day 휴교

4/19 Easter Day 휴교

21

10/18

22

10/25

23

11/1

24

11/8

8

4/26

9

5/3

10

5/10

25

11/15

11

5/17

26

11/22

수학 경시대회

5/24 Memorial Day 휴교

번역 경시대회 시상식

국사 경시대회

11/29 Thanksgiving Day 휴교

12

5/31

수학 경시대회 시상식

27

12/6

13

6/7

한자 경시대회

28

12/13

14

6/14

15

6/21

국사 경시대회 시상식

12/15 - 1/31/2015 겨울방학
1학기 종강
한자 경시대회 시상식

6/23-9/5 여름방학

29

2/7/2015

30

2/14/2015

2학기 종강
학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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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회 수학경시대회 수상자 명단
2013. 5. 4 실시

총영사상

5학년 1반 이라나

이사장상

7학년 1반 윤준영

학교장상

4학년 1반 김 찬

우수상
학년 반

이 름

학년 반

이 름

4-1

이남훈

4-1

이다영, 최현철, 배연욱, 장정우

4-2

김예슬

4-2

박준우, 진한준, 김현진

5-1

박서연.

5-1

김채연, 장희진

5-2

왕수아, 이민석, 박성민

5-2

조대현, 변기국

6-1

김이언, 양지영

6-1

최서연, 권구형

6-2

이준영

6-2

박현준

7

예정원

7

14

장려상

8

백세론

8

조민성, 이두하, 박철우

9

백지환

9

임은지

우리한국학교

수학 경시대회 심사평

제 14 회 우리한국학교 수학경시대회 후기

우리한국학교 수학교사 이학박사

김관선

지난 5월 4일에 치러진 우리한국학교 수학경시대
회에는 4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응시하
여 열띤 경합을 벌였다. 경시대회가 치러진 날 학생
들이 보인 똘똘한 눈동자는 수학에 대한 그들의 열
의를 충분히 반영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각 지역의 학교에서 언제나 상위권을 휩쓰는 우
수한 학생들이 대거 포진한 우리한국학교의 경시대
회 열기는 그 실력만큼이나 뜨거웠다.
채점과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그 열기는 계속
되었다. 학생들의 문제에 대한 이해력, 계산능력, 서
술의 정확도와 논리적인 사고의 전개에 따라 채점이 이루어졌고 수상자 선전에 여러 선생님들이 채점을 반
복하며 심혈을 기울였음은 물론이다.
특히 이번 대회의 특징이라면
저학년의 약진이 두드러진 점이라 할 수 있다. 고학년에 비해 난이도나 토픽이 평이하게 출제 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문제 해석 능력이나 답안을 작성해가는 그들의 논리력은 고학년에 못지 않았다. 이들이 가까
운 미래에 우리한국학교의 대들보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그들이 일선 학교에서 선전하며 우리한국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광경은 상상만 하여도 가슴 벅찬 일
이다. 모쪼록 한국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해마다 증진되어 그들의 정규 학교 생활에서도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목에까지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교내 경시대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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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회 한자 경시대회 수상자 명단
2013. 6. 8 실시

학교장상

7학년 1반 윤준영

우수상

장려상

학년 반

이 름

학년 반

4-1

엄희수, 최현철, 장정우, 배연욱

4-1

양지현, 윤다현

4-2

진한준

4-2

전승원, 권지민

5-1

장희진

5-1

이라나, 박재희, 김하정

5-2

박성민

5-2

이민석

6-1

권구형

6-1

김이언

6-2

도원혁

6-2

김재원

7

7

예정원

8

8

이준석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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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한자 경시대회 심사평

제 1 회 한자 경시대회 후기
김귀희

올해 처음으로 제 1회 교내 한자경시대
회를 실시하여 자라나는 2세에게 한국의
말하기, 듣기와 쓰기 뿐만아니라 한자를
교육하여 global한 2세 교육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는 국어 어휘들의
개념을 이해하고, 경시대회를 통해 한자
교육의 목표를 선정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데 있습니다. 대상은 4학년(교내 한자급
수 인증제 발급) 부터 7, 8, 9학년은 고사
성어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
FROM: 우리한국학교
뉴저지 Clifton 소재 우리한국학교(이사장 나득수)는 6월15일(토)에 제 1회 교내 한자경시대회시상
식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매년 수학경시대회와 영한.한영 번역 경시대회를 실시하여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제 1회
교내 한자경시대회를 실시하고 자라나는 2세에게 한국의 말하기, 듣기와 쓰기 뿐만아니라 한자를
교육하여 global한 2세 교육에 정진하고자 는 취지로 실시한 결과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
습니다. 한자경시대회 실시 목적으로 국어 어휘들의 개념을 이해하고 경시대회를 통해 한자 교육
목표 설정 동기를 유발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4학년부터 9학년까지 고사성어 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미숙 드림

교내 경시대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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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회 영한/한영 번역 수상자 명단
2013. 9. 29 실시

총영사상

8학년 1반 장지안

이사장상

7학년 1반 윤준영

학교장상

5학년 1반 박재희

우수상
학년 반

이 름

학년 반

4-1

이지호, 엄희수, 이남훈

4-1

4-2

조예진

4-2

5-1

박지인, 이라나

5-1

5-2
6-1

이 름
배연옥, 이승현

정윤아

5-2
최서연, 이예주, 문다미

6-2

18

장려상

6-1

김승찬

6-2

이진아

7

예정원

7

조한나, 이채현

8

하승우, 조민성

8

임세헌, 김소정

9

이승원

9

우리한국학교

영한/한영 번역대회 심사평

제 15 회 영한/한영 번역 후기
우리한국학교 이학박사

김관선

번역이란 하나의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로 바꾸
는 작업이다. 이러한 번역이 우리 인류의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위대한 학자들과 작품들이 이슬람문화권에 소
개되어 번역되었고, 중세 유럽을 거치며 원래의 기록들
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지만 번역되었던 작품들이 재번
역되면서 빛을 보게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역사의
뒷 얘기이다.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
토텔레스는 모두 이러한 번역과 재번역의 과정을 거쳐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것이다.
번역의 과정이 없다면 한 문화권에 찬란하게 꽃피웠
던 문화도 그 문화가 사라지면서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번역이란 단순히 한 언어로 된 작품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 일
차적인 기능 외에 위대한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고 후대에 남겨주는 아주 중요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우리한국학교에서 주최한 한영번역경시대회는 올해로 15회를 맞이하였다. 올해도 4학년에서부터 9학년까지 100여명의 학생
들이 각자의 실력과 꿈을 갖고 모두 진지하게 번역에 임하였다.
심사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일차적으로 문장이 누락되거나, 원문에 전혀 없는 내용이 임의적으로 첨가된 글들은 제외
되었다. 이렇게 기본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작품들을 일차적으로 모았다. 영한번역의 경우 이렇게 모아진 작품들을 대상으로 맞
춤법, 문장의 구성, 문맥의 연결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차심사가 수행되었다. 그리고 한영번역의 경우는 심사를 통해 주어진 지
문을 빠짐없이 번역한 80여편의 작품을 일차적으로 선별한 후, 영어다운 표현과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여 매끄럽게 영작한 작품
을 선발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은 현직 고등학교 원어민 선생님인 댄 쿠하씨에게 부탁하였다.
이렇게 모아진 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합산하여 최종 결과가 얻어졌다. 출제와 채점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 양상이 보였다. 학
생들의 번역능력이 해를 거듭하면서 향상되었는데, 저학년에서의 발전이 특히 두드러졌다. 마냥 아이들로만 보이는 저학년들이
형 누나들 못지않은 번역실력을 갖춘 것에 심사 내내 감동스럽고 감사했던 기억이 새롭다. 다른 하나는 영한번역과 한영번역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문법을 통해 영어를 배웠던 우리 기성세대는 영한번역보다는 아무래도 한
영번역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번역경시대회에서 나타난 양상은 기성세대와는 달랐다. 한국어를 읽고 이해가 끝
난 문장에 대한 영어쓰기는 거침이 없었다. 채점을 담당하였던 원어민 선생님도 미국학생들 못지 않은 글쓰기 능력을 갖고 있다
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다만 영한번역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생겨났다. 첫째는 단어에 대한 맞춤법이었고 둘째는 문장의 흐름이 매끄럽
지 못한 부분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쉽다고 생각하는 단어에 대한 맞춤법이 틀리는 학생들이 의외로 나타났다. 문장의 완성과 흐
름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었다.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글교재로 공부하는 우리한국학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게 생
각되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번역경시대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번역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유발되고 이러한 경험이 이들이 살아가는 앞날에 한 줄
기 빛을 던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13년 10월 23일
교내 경시대회 결과

19

기초1반
담임 : 한상안 선생님

동화책을 읽고 나서

동화책을 읽고 나서

기초1반 김로이스

기초1반 박윤우

동화책을 읽고 나서

그림일기

기초1반 최재원

기초1반 황유민

우리들의 솜씨

21

22

그림일기

그림일기

기초1반 박윤우

기초1반 김이안

그림일기

그림일기

기초1반 추형준

기초1반 정휘경

우리한국학교

그림일기

그림일기

기초1반 유유진

기초1반 채유진

그림일기

그림일기

기초1반 이지완

기초1반 최재원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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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그림일기

그림일기

기초1반 김유빈

기초1반 남궁윤

그림일기

그림일기

기초1반 김연재

기초1반 김로이스

우리한국학교

그림일기

내가 잘 하는 것

기초1반 천지민

기초1반 정휘경

내가 잘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기초1반 천지민

기초1반 김유빈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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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기초1반 김이안

기초1반 남궁 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기초1반 채유진

기초1반 이지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기초1반 김연재

기초1반 황유민

우리한국학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기초1반 추형준

기초1반 유유진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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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2반
담임 : 강지수 선생님

나에 대하여 그려보고 말하여 봅시다.
기초2반 전요한나

기초2반 안준서

기초2반 김민수

기초2반 문소윤

우리들의 솜씨

29

나에 대하여 그려보고 말하여 봅시다.

30

기초2반 한현구

기초2반 최윤서

기초2반 이주희

기초2반 김예원

우리한국학교

나에 대하여 그려보고 말하여 봅시다.
기초2반 송진주

기초2반 정규영

기초2반 김지상

기초2반 김레베카

우리들의 솜씨

31

나에 대하여 그려보고 말하여 봅시다.
기초2반 김민지

기초2반 김예빈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기초2반 송진주

32

우리한국학교

기초2반 최윤서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기초2반 김예원

기초2반 김지상

기초2반 안준서

기초2반 김레베카

우리들의 솜씨

33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34

기초2반 이주희

기초2반 한현구

기초2반 정규영

기초2반 전요한나

우리한국학교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기초2반 김민지

기초2반 김민수

기초2반 김예빈

기초2반 문소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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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3반
담임 : 이미정 선생님

양치기소년 동화책을 읽고..
기초3반 정세호

기초3반 권나은

기초3반 김이얀

기초3반 김동주

기초3반 정세라

기초3반 심샘빛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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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소년 동화책을 읽고..

38

기초3반 최윤형

기초3반 이준서

기초3반 주사랑

기초3반 김준희

기초3반 송민승

기초3반 심샘물

우리한국학교

양치기소년 동화책을 읽고..
기초3반 유수진

기초3반 유수진

기초3반

권나은

김동주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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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우리한국학교

김이얀

김준희

송민승

심샘물

심샘빛

유수진

이준서

정세호

정유진

주사랑

최윤형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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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4반
담임 : 신미아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
기초4반 김정인

기초4반 박이안

기초4반 이현지

기초4반 정기윤

우리들의 솜씨

43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

44

기초4반 전엘라

기초4반 신재균

기초4반 류지안

기초4반 이성수

우리한국학교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
기초4반 백데니

기초4반 김해인

기초4반 성유진

기초4반 박성현

우리들의 솜씨

45

46

우리한국학교

김정인

김해인

류지안

박성현

박이안

백데니

성유진

신재균

이성수

이현지

전엘라

정기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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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1반
담임 : 박지은 선생님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
1-1반 한승훈

1-1반 이민규

1-1반 조희송

1-1반 이남준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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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

50

우리한국학교

1-1반 이준민

1-1반 손예린

1-1반 박준서

1-1반 양유준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
1-1반 박희원

1-1반 황서준

1-1반 정세훈

1-1반 장민준

우리들의 솜씨

51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

일기쓰기

1-1반 김현조

1-1반 정세훈

책 속의 주인공 되기
1-1반 김현조

52

우리한국학교

1-1반 장민준

책 속의 주인공 되기
1-1반 황서준

1-1반 박희원

1-1반 양유준

1-1반 박준서

우리들의 솜씨

53

책 속의 주인공 되기

54

우리한국학교

1-1반 손예린

1-1반 이남준

1-1반 이준민

1-1반 이민규

책 속의 주인공 되기
1-1반 조희송

1-1반 한승훈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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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반
담임 : 장영미 선생님

책 속의 주인공 되기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
1-2반 이지선

책 속의 주인공 되기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
1-2반 이제현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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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의 주인공 되기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
1-2반 유원선

책 속의 주인공 되기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
1-2반 진한경

58

우리한국학교

책 속의 주인공 되기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
1-2반 신예은

책 속의 주인공 되기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
1-2반 유채현

우리들의 솜씨

59

책 속의 주인공 되기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
1-2반 김서준

책 속의 주인공 되기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
1-2반 김동휘

60

우리한국학교

책 속의 주인공 되기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
1-2반 이혁재

책 속의 주인공 되기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
1-2반 박서현

우리들의 솜씨

61

책 속의 주인공 되기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
1-2반 김주하

책 속의 주인공 되기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
1-2반 류아인

62

우리한국학교

책 속의 주인공 되기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
1-2반 이재용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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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반
담임 : 박호성 선생님

악어 이야기
2학년 1반 고예니

이름이 샤스틴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샤스틴이 산책을 하다가 작은 악어를 보
았습니다. 샤스틴은 이 작은 아기 악어를 집에 대
려와 보살펴 주었습니다. 산책도 같이하고 공원도
같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귀엽다고 하였
으나 악어가 점점 커지자 샤스틴은 악어와 더 이상
같이 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서
워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샤스틴은 마음이 아팠
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샤스틴은 악어와 같이 산책
을 갔는데 악어가 그만 강으로 풍덩하고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샤스틴은 악어와 헤어지는 것은 슬펐
지만 악어가 마음껏 수영하고 악어 친구들과 잘 놀
라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동물들은
동물들이 살기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
습니다.

흥부와 놀부를 읽고
2학년 1반 고예니

옛날에 착한 흥부와 욕심꾸러기 흥부의 형 놀부
가 살았습니다. 흥부는 가난하였지만 형 놀부는 큰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흥부네 집에서 구렁이가 제비를 잡아 먹으려고 하
자 흥부는 구렁이를 쫓아내고 다친 제비의 다리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자 제비는 따뜻
한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1 년 후 따뜻한
봄이 되자 제비가 돌아 왔습니다. 제비는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흥부는 박씨를 심었습
니다. 가을에 흥부네 집 지붕에 큰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흥부네 가족은 박을 잘랐습니다. 박
안에는 보물이 가득 들었습니다. 흥부는 부자가 되
었습니다.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놀부는 제
비를 찾아 일부러 다리를 다치게 하고 다리를 고쳐

주었습니다. 놀부는 제비기 준 박씨를 심었습니다.
가을에 놀부는 박을 잘랐습니다. 그러나 박 안에는
보물 대신 도깨비들이 나와서 욕심쟁이 놀부를 혼
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읽고 나는 놀부는 욕심쟁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치지도 않은 제비
의 다리를 부러뜨린것은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흥부 같이 착하게 살아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개구쟁이 내동생
2학년 1반 고예니

내 동생은 개구쟁이 입니다. 어머니가 안보고
있을 때, 동생은 내 연필을 가지고 벽에 낙서를 합
니다. 3살이지만 말도 잘 하고 걸음도 잘 걷습니
다. 말썽을 많이 부리고 나를 귀찮게 하는 개구쟁
이지만 난 내 동생이 너무 귀엽습니다.

8번째 내생일
2학년 1반 금보경

나의 8번째 생일이다! 나는 너무 기뻤다. 너무
기뻐 팔짝 팔짝 뛰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
는 옷을 입었다. 왜냐하면 오늘은 기쁜 내 생일이
기 때문이다. 아빠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도
사주시고 너무 좋아 소리를 지르자 어머니께서 내
가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그런다고 하셨다. 나의 8
번째 생일은 너무 너무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디지니 월드에 갔다와서
2학년 1반 금보경

우리 가족과 함께 나는 디즈니 월드에 갔다 왔
다. 나는 매직킹덤이 제일 재미있었다. 신데렐라
계모랑 이복 언니를 먼저 만났다. 내가 제일 좋아
하는 공주도 보았다. 신델렐라, 오로라, 라픈젤, 백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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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공주, 벨, 아리얼, 그다음에 포카한테스, 너무 많
은 것을 보았다. 정말 신이 났다. 오빠도 좋아 했
다. 우리 가족은 행복한 날을 보내고 왔다. 또 기회
가 있으면 또 가보고 싶다.

고 썩은 수박을 사갔다. 그러데, 수박이 썩은 것을
알고 썩은 수박을 덤불 속에 던졌다. 덤불 속의 새
끼 당나귀는 깜짝 놀라 덤불 밖으로 뛰어나왔다.
어리석은 농부는 썩은 수박에서 당나귀가 나온 줄
알고 새끼 당나귀를 집으로 가지고 갔다. 어리석은
농부의 이야기를 읽으니 웃음이 나왔다.

욕심쟁이 내형
2학년 1반 김기환

내 형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잘 안해준다. 그럴땐, 나는 무척 섭섭
하다. 형이 내가 원하는 것도 같이 해 주었으먼 참
좋겠다. 그러나 내가 숨으면 꼭 나를 찾는다. 엄마
도 형 말만 들어 주시고 내 말은 잘 들어 주시지 않
아 속상할 때가 많다. 가끔 형이 욕심꾸러기라서
형이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난 형이 이 세상에
서 가장 좋다. 욕심꾸러기 내 형이 나를 좋아해 주
었으면 좋겠다. 내가 형을 좋아 하는 것 처럼.

책 읽어 주기
2학년 1반 김기환

12월 6일
날씨: 비 내리는 날
오늘 학교에서 1학년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설명도 하여 주었다. 내가 1 학년 때 좋아 하던 책
을 읽어 주었다. 1 학년 때 읽었던 책을 다시 읽는
데 참 재미있었다. 그때는 책이 무척 크다고 생각
했었는데 지금 읽으니 작은 책 같았다. 그래도 동
생들이 재미있어 하니 나도 덩달아 재미있고 신이
났다.

당나귀 알
2학년 1반 김민지

‘당나귀 알’이라는 제목이 이상해서 책을 읽어
보았다. 어리석은 농부는 수박장수의 거짓말을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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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2학년 1반 김민지

7월 09일 화요일
오후에 한서, 형서, 현서언니와 함께 파라무스
수영장에 갔다. 우리는 Baby Pool에서 놀았다. 처
음에는 물총을 가지고 놀다가 지겨워서 Baby Pool
에 있는 분수대 밑에서 놀았다. 재영이 오빠가 간
식을 먹고 놀라고 우리를 불렀다. 한서가 튜브도
안끼고 깊은 수영장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위험
해서 안가고 말렸다. 그리고 다시 Baby Pool에서
재미있게 놀았다. 오늘은 즐거운 하루였다. 내일도
또 수영장에서 놀고 싶다. 엄마께 여쭈어 보고 내
일도 수영장에 가야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의 언니
2학년 1반 김민지

내 언니 이름은 김정은이다. 공부도 잘한다. 특
히 수학을 잘한다. 그리고 언니는 나를 많이 좋아
하면서 표현을 안 한다. 그러나 나는 언니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다. 언니는 만들
기를 참 잘 한다. 커서 발명가가 되는 것이 언니의
꿈이다. 난 언니와 많이 싸우지만 난 언니가 많이
많이 좋다. 언니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자매
가 될 것이다.

갯벌 체험

가족 여행
2학년 1반 김세원

2학년1반 김실비

이번 여름에 한국을 방문했다. 여러 가지 일들
을 하였지만 할아버지와 부모님 그리고 동생과 함
께 갯벌 체험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작년
여름에도 체험을 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이번에
도 가게 되었다. 대부도에 있는 선감 체험 마을을
갔는데 갯벌에도 들어가 보았다. 썰물이라 물이 없
었다. 바닷물이 있었던 곳을 트랙터를 타고 지나가
니 신기했다. 갯벌에 도착하여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들도 모두 트랙터에서 내렸다. 사방이 넓은 갯
벌이었다. 나는 게를 잡고 할아버지, 부모님과 동

이 번주는 봄 방학이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메
인으로 가족 여행을 갔다. 바다가 멋있었다. 바닷
가에서 돌을 줍고 신기한 것들을 구경도 하였다.
점심은 랍스터 롤을 먹었다. 정말 맛이 있었다. 오
후에는 연을 사서 연날리기도 하였다.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 연을 높이 날리지 못했다. 그러나 연날
리기는 참 재미있었다. 저녁 때, 저녁을 먹으러 간
곳은 큰 배 안에 있는 식당이었다. 배 안에 식당이
있는 것이 신기했다. 랍스터를 배부르게 먹었다.
저녁을 먹고 나니 벌써 밤이 되었다. 바닷가의 밤

생은 바지락을 캤다. 한시간 동안 갯벌에서 여러 가
지 재미있게 보내고 다시 트랙터를 타고 갯벌에서
나왔다. 나는 잡은 게를 다시 바다에 놓아 주었다.
엄마는 바지락을 한 봉지나 캐어 들고 계셨다. 엄마
께서 집에 오셔서 맛있는 바지락 국을 끓여 주셨다.
오늘 하루 너무 재미있고 신기한 체험을 하고 맛있
는 국도 먹고 즐거웠다. 좋은 체험을 하였다.

은 정말 컴컴했다. 즐거운 가족여행이었다.

한국 학교 버스안
2학년 1반 김실비

Sea World에 갔다와서
2학년1반 김실비

Sea Wrold 에 가서 나는 진짜 돌고래를 보았다.
돌고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다. 내가 좋아
하는 동물을 그림으로 만 보다가 직접 보니 신기하
고 너무 좋았다. 우리 가족은 가오리도 만져보았
다. 큰 상어도 멋있었다. 동물들을 직접 보니 너무
좋았다 더 좋은 것은 가족과 함께 가서 더 좋았다.
다음에 또 한번 다시 오고 싶다. 그 때 까지 기다
려야 하는 것이 무척 힘들 것 같다. 정말 너무 즐거
웠다.

오늘 한국학교를 마치고 학교 버스를 타고 오는
데, 버스가 도착 하기전에 아이들이 먼저 내리려고
먼저 일어나 소란하게 하여 버스 운전사 아저씨가
큰 소리로 일어 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아
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막 일어섰다. 나는 아이들
이 아저씨 말을 듣고 일어 서지 말아야 한다고 생
각한다. 그리고 버스 안에서 떠들지 말고 일어 서
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 오늘
좀 창피하였다. 아아들이 버스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지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위험
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전사 아저씨도 힘들
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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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우리 가족
2학년 1반 김혜민

우리 가족은 5명이다. 우리 아빠는 키가 크고,
엄마는 아주 예쁘다. 내 동생 혜나랑 혜라는 무척
귀엽다. 나는 동생들이 있어 참 행복하다. 나는 혜
라랑 놀 때가 참 좋다.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맛있
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난 엄마를 도와 동생들을
보살피기도 한다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

2학년 1반 박세은

아빠는 골프를 좋아하고,
동생은 귀엽고 애교도 많지.
엄마는 맛있는 요리를 많이 만들고,
나는 공부를 잘하네.
아빠는 게임도 잘하고,
엄마는 친절하고
동생과 나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정말 재미있는 가족이네

장난감 병정을 읽고
2학년 1반 남궁 혁

어떤 할아버지께서 장난감 병정을 만들었어요.
어떤 소년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만든 장난감 병
정을 샀어요. 소년은 이 장난감 병정을 무척 좋아
했어요. 그런데, 장난감 병정이 다리를 잃어 버려
외다리 병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외다리 병정은
무시무시한 모험을 하게되었어요. 그리고‘버러리
나’라는 아가씨를 만나 결혼을 하였어요. 그러나 그
병정은 불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러리나
도 외다리 병정과 같이 불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내 동생
2학년 1반 박세은

천사 같은 민경이
귀엽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반짝

신사임당을 읽고 나서
2학년 1반 박세은

해저 2만리를 읽고나서
2학년 1반 남궁혁

해적들이 괴물을 바다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괴물이 배를 공
격하여 배가 바다에 가라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
적들은 바다를 구경하게 되었어요. 해적들은 구경
을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해저 2만리를 읽으며 나
도 해적들과 같이 바다 속 경험을 한 것 같았어요.
재미 있는 상상을 많이 해 보았어요. 바다 이야기
가 재미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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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임당은 그림을 잘 그렸다. 그리고 글도 잘
썼다. 포도잎과 벌레를 그렸다. 그리고 자주 초충
도를 그렸다. 초충도는 채소와 벌레를 종이에 그린
그림이다. 신사임당은 똑똑하기도 했다. 신사임당
의 남편의 친구들이 신사임당의 그림 솜씨를 보러
왔을때 신사임당이‘남자들 앞에서 종이를 펼치고
그리는 것은 점잖지 못한 일인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사임당은 부엌에서 쓰는 놋 쟁방에 포도
송이를 그렸다. 남편의 친구들은 신사임당의 그림
솜씨와 지혜에 정말 놀랐다. 나도 커서 신사임당
처럼 지혜로울 것이다. 그런데, 왜 예날에는 남자
들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점잖지 못한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우리 가족 소개
2학년 1반 박영서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그리고 나입니다. 우리
는 포트리 뉴저지에 삽니다.
우리 아빠는 회사를 다니십니다. 아빠는 야구
게임 보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아빠는 나에게 야
구를 가르쳐 줍니다. 아빠는 나에게 장난을 많이
치십니다. 그리고 재미있어 하십니다.
우리 엄마는 소리를 많이 지르십니다. 엄마는
나를 잘 가르칩니다. 엄마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맛있는 밥도 만드시고 커피를 좋아하십니다.
이제 나! 나는 강아지를 귀엽게 생각합니다. 그
라고 나는 엄마와 아빠를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난 공부하고 책을 읽는 것을 좋아 합니다. 그리고
내 단짝 친구는 김민서 그리고 김지수 입니다.

내 친구
2학년 1반 변채윤

12월6일 날씨: 흐리고 비가 조금 왔음
오늘은 내 친구 혜나랑 같이 놀았다. 인형 놀이
도 하고 카드 만들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할 것이
없어서 그냥 놀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우리는 카드
만들기를 하였다. 이쁘고 재미있는 카드를 많이 만
들었다. 재미있게 놀았다. 좋은 친구 혜나와 나는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있어서 참 좋다. 앞으로도 친
하게 지낼 것이다. 좋은 친구와 같이 노는 것은 참
좋다.

언니
2학년 1반 변채윤

내 언니는 공부를 참 잘합니다. 그러나 언니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떨 땐
언니가 싫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소리를 많이 지릅

니다.
언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리고 언니는 밥도 잘 먹습
니다. 언니는 과자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욕심쟁이
처럼 나에게 주지 않고 혼자 먹습니다. 그래서 난
이런 언니가 가끔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언니가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삼성 Family Fun Day
2학년 1반 이가은

8월26일 월요일 날씨 :해가 쨍쨍
오늘은 삼성 Family Fun Day 에 갔다. 처음에는
방수 카메라를 가졌고, 돗자리를 가졌고, 손 소독
제를 가졌다. 나는 말도 탔고, Bunge Jump 에 갔
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다. 나는 감자 튀김
을 먹었다. 그리고 사진도 찍고, 타투도 했다. 그리
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하였다. Waterslide 도 있
었는데 나는 너무 무서워서 안탔다. 그런데 언니는
안무서운지 Waterslide 를 탔다. 또 조그만 호수에
서 배도 탔다. 그 배는 물총도 쏠 수 있는 배였다.
재미있었다. 또 다른 재미있는 것이 많았다. 난 정
말 신이 나서 이것 저것 많이 놀았다. 오늘은 정말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날이었다.

내 언니
2학년 1반 이가은

내 언니는 얼굴이 동그랗고 착하다. 공부도 잘
한다. 언니는 나하고도 재미있게 잘 놀아 준다. 또
언니는 체조도 하고 운동도 잘한다. 난 언니가 좋
아서 늘 졸졸졸 언니를 따라 다닌다. 그래도 언니
는 귀찮아 하지 않고 나를 잘 챙겨준다. 그래서 나
는 언니를 정말 정말 좋아한다. 내 언니가 이 세상
에서 최고다. 언니가 잘 하는것을 난 잘 못한다. 하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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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나도 언니 같이 잘 했으면 좋겠다. 언니가 착
해서 잘 가르쳐 줄 것이다. 난 언니가 참 좋다.

젊어지는 신기한 샘물
2학년 1반 이가은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할아버지과 할머니가
살았어요. 그 옆집에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살았
어요. 어느 날, 착한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다가 파
란 새가 나타났어요. 할아버지가 그 파란 새를 따
라 가다가 신기한 샘물에 도착하였어요. 착한 할아
버지가 목말라서 샘물을 마셨더니, 젊어졌어요. 할
아버지는 할머니를 이 신기한 샘물로 데려가서 샘
물을 마시게 하였더니 할머니도 젊어졌어요. 욕심
쟁이 할아버지가 이 소문을 듣고 신기한 샘물로 갔
어요. 그런데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욕심을 부리고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애기가 되었어요.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신기한 샘물에 갔더니 커다
란 옷안에 아기가 울고 있어 아기를 데려다 키웠어
요. 그 애기가 쑥쑥 자라더니 욕심쟁이 할아버지로
자랐지만 잘 자라서 착한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이
야기 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착한 할아버지가 젊어지
는 부분이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멋지잖아요.
재미있는 이야기 였어요.

도깨비 감투
2학년 1반 이가은

옛날에, 어떤 갓장이가 아내하고 살았어요. 그
갓장이는 갓을 만드는 갓장이였어요. 어느날, 갓장
이가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갓 만드는 일을 포기
할 수 없을까?”라고 말했어요. 그때, 꼬마 도깨비
가 나타나서 , 감투를 주고 사라졌어요. 갓장이는
도깨비 감투를 쓰면 아무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
알고, 도둑질을 시작했어요. 하루는 부잣집에서 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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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먹다가 담뱃대에 감투가 구멍이 뚫렸어요. 갓장
이 아내가 빨간 천으로 감투를 꿰매워주었어요. 어
느날 도둑질을 하다가 마을 사람들이 빨간 천을 보
고 감투를 벗어버리니, 갓장이가 보여서 갓장이를
마구 때렸어요. 이제 갓장이가 도둑질을 하는 것은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훔친 물건들
을 주인들에게 돌려주었어요. 갓장이는 감투들을
만들고, 아내는 갓장이 몰래 도깨비 감투를 부엌
아궁이에 넣어 태워버렸어요.
내가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도깨비 감투를 가
졌을 때 였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신기한 감
투이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좋은 일
에 쓰면 좋았을 것이라
고 생각했어요.

동생 일호
2학년 1반 이정수

12월2일 날씨 : 흐리고 어둡다
일호가 보고싶어서 엄마께 일호네 집에 들러달
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일호네 집에 가서 일
호화 재미있게 놀았다.
동생 일호와 점점 잘 놀아 귀여웠다. 오늘은 정
말 신났다 귀여운 일호와 놀아서 ⋯.

내 동생
2학년 1반 장은서

내 동생은 무척 귀엽지만 가끔은 귀찮을 때가
있다.
내 뒤를 계속 졸졸졸 쫓아다니며 가지 말라고
내 다리를 붙잡기도 한다.
내가 무엇을 하려 하면 귀찮게 참견을 하여 귀찮
을 때도 많지만 그래도 난 내 동생이 귀엽고 이쁘다.

넌 내 영웅이란다
2학년 1반 장은서

에릭은 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에릭이 제일
좋아하는 책은 모험 이야기였어요. 왕국이 거인이
랑 괴물이랑 싸우는 책이였어요. 밤마다 에릭의 엄
마 아니면 아빠가 책을 읽어 주셔요. 어느날 밤 아
빠가 읽어 주시는 책이 끝났어요. 에릭은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가 물어 보셨어요.“ 뭐가 문
제니?”나는 주인공처럼 거인이랑 괴물이랑 싸울
수 없잖아요. 위험에 빠진 사람들도 도와 줄 수 없
잖아요. 아빠가 말하셨어요.“너는 크고 무시무시
한 괴물들과 싸울 수 없지만 넌 씩씩하게 밖에서
걷잖아.”또“ 넌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괴물들을
이길 수 없지만 넌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때 잘 이
겨 내 잖아”사람들이“해냈다”라고 말하는 칭찬
을 받은 적은 없어 하지만 너는 동생이 태어났을
때 영웅처럼 행동했지”그 것을 한 너는 내 영웅이
란다.”
이 책에서 에릭처럼 나도 영웅이라는 것을 알았
다.

엔젤라와 지붕 위의 고양이
2학년 1반 장은서

엔젤라의 학교 피터 선생님이 휴가를 끝내고 섬
으로 돌아오시고 계셨어요. 피터 선생님은 배 위에
궤짝을 싣고 오셨어요. 마을에 도착해서야 마을 사
람들이 궤짝을 옮겼어요. 엔젤라는 궤짝 안에 무엇
이 들어있는지 물어 보았어요. 피터 선생님은 책이
라고 말해 주셨어요. 엔젤라는 사촌 동생 빌리비
집으로 갔어요. 빌리 선장님의 고양이랑 놀려고 했
는데 고양이가 놀라서 지붕 위에 올라 갔어요. 네
질라는 다시 피터 선생님한테 갔어요. 엔젤라는 피
터 선생님께 물어 봤어요.“책은 정신을 키워 주나
요?”피터 선생님은 그렇다고 했어요. 엔젤라는 정
신을 높이 키워야 된다고 했어요. 엔젤라는 책이

다 필요하다고 했어요. 엔젤라는 책을 쌓아서 고양
이를 내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피터 선생님은 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피터 선생님은 책
을 펼치고 필요한 것을 이야기 하셨어요.
“긴 장대, 끈, 바구니, 도르래”피터 선생님은
끈, 바구니를 가져 오셨어요. 그 동안에 엔젤하와
빌리는 대나무를 가져 왔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
되었어요. 엔젤라는 바구니 안에 생선을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바구니를 올렸어요. 고양이는 바구니
안에 들어 갔어요. 빌리가 바구니를 내리고 엔젤라
가 고양이를 선장님한테 드렸어요. 선장님은 그 때
부터 책을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장님과 고양이
는 학교를 다녔답니다.
이 책을 읽고 배운 것은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나도 책을 많이 읽어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이 될거예요.

보스턴을 간 나의 소중한 날
2학년 1반 정세윤

우리 아빠는 한국에 사신다. 그래서 3달에 한 번
씩 미국에 오신다. 오실 때 마다 우리는 가족 여행
을 가곤 한다. 이번에는 아빠가 우리를 보스턴에
데리고 간다고 약속을 하셨다. 11 월 첫째 주 우리
가족이 보스턴을 향해 출발하였다. 우리는 호텔이
크고 반짝반짝 빛나는 곳에서 짐을 풀었다.
허버드 대학을 가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우리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거기는
가을 풍경이 가득하고 아름다웠다. 보스턴에서 가
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Duck Tour였다. 땅에서도
다니고 물에서도 다니는 신기한 버스였다. 찰스 강
에서 배로 변신한 그 버스를 내가 직접 운전도 해
보았다.
이 번 여행은 가족이 함께 있어서 재미있었다.
아빠가 또 오셔서 또 새로운 곳을 구경하고 행복했
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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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최고!

토끼와 거북이

2학년 1반 정세윤

2학년 1반 최지안

12월 7일
날씨 : 조금 쌀쌀
오늘 한국 학교를 마치고 수영장에 갔다. 수영
을 배우기 위해서다. 처음에는 수영이 재미가 없었
다. 그러나 지금은 수영을 배워 조금 하니까 재미
있다. 엄마는 수영장에 가는 것을 힘들어 하신다.
하지만 내가 수영을 잘 하는 것을 보시면 무척 좋
아 하신다. 아직 나는 내 몸을 돌려 수영하는 것이
힘들지만 내가 편안하게 잘 하는 것은 발차기다.
나는 수영을 잘 하고 싶다. 열심히 연습할 것이다.
오늘 따라 내 자신이 무척 자랑스럽다.

나는 오늘 토끼와 거북이를 읽었다. 읽기 전에
는 토끼가 이길 줄 알았다. 왜냐하면 토끼가 더 빠
르기 때문이다.
토끼는 거북이가 느리다고 놀렸다. 그래서 거북
이는 화가 나서 달리기 경주를 하자고 한다. 토끼
는 거북이가 안 보이자 경주 도중 낮잠을 자며 쉬
기로 한다. 토끼가 일어나 보니 거북이가 이미 결
승선에 가까이 간 것을 알고 열심히 뛰어갔지만,
결국은 거북이가 이겼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생각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거북이 같이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
끼는 원래 빠른데 게으름을 피워 지게 된다. 거북
이는 토끼처럼 빠르지 않지만 열심히 해서 이긴다.
나는 거북이처럼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겠
다.

재미있는 미끄럼틀
2학년 1반 정하은

여름 방학 동안 제일 재미있었던 일은 Hope
Lake Lodge 에서 워터파크 미끄럼틀이였다. 처음
에는 깜깜하고 빙글빙글 갑자기 돌아서 무서웠다.
하지만 계속 타 보니까 너무 재미있었다. 돌아가고
빙글빙글 돌고, 밑으로 풍덩! 하고 내려 왔다. 아버
지께서“안 어지러워?”하고 물어 보셔서 난 안 어
지럽다고 대답하였다. 정말 정말 재미있었다. 다음
에 또 와서 미끄럼틀을 타고 싶다.

청개구리 이야기
2학년 1반 최지안

청개구리 이야기를 읽었다. 책에는 엄마 청개구
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나온다.
옛날 옛날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았다. 아들은 엄마가 하는 말에 전부 반대로만
했다.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를 걱정하다
가 병이 나고 말았다. 엄마 청개구리는 자기가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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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무조건 냇가에 묻어 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했
다. 왜냐하면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산에 묻어
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늘 반대로 하니까.
하지만 아들은 엄마가 죽고나서 정말로 냇가에 묻
었다. 왜냐하면 엄마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책을 읽고나서 나의 느낌은 무척 슬펐다. 왜냐
하면 엄마 청개구리가 죽었기 때문이다. 엄마를 걱
정 시키지 말고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 겠다고 생
각했다.

러나 농부들이 여우에게 총을 쏴 여우의 꼬리가 없
어졌다. 농부들은 여우을 찾았지만 꼬리 밖에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여우 가족들은 아빠 여우가 꼬
리가 없어진 것을 보고 걱정을 많이하고 놀랐다.
영리한 여우는 농부 들의 눈을 피해 땅을 파서 굴
을 만들어 닭을 가져가려고 했다. 여우는 약은 꾀
를 쓰고 농부들은 그런것을 모르고 총을 들고 지키
기만 하는 것이 우스웠다.

이상한 약

동생 생일

2학년 1반 한하영
2학년 1반 추성준

주인공 남자 아이가 위험한 약을 만들어 자기가

11월 22일
오늘 동생 생일이다. 파티를 했다. 동생 친구들
과 내 친구들을 초대했다. 아웃백 스테이크 음식점
에서 파티를 했다. 저녁도 먹고 케이크도 먹었다.
동생 생일이지만 내 생일 처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미있게 보냈다. 즐거웠다. 동생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좋았다.

싫어하는 할머니와 닭에게 약을 먹였는데 할머니
는 없어지고 닭은 커지고 신기했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약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약을 먹은 할머니도 불쌍하고 위험한 약을 만든 남
자 아이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의 누나
개구쟁이 엉터리 내 동생
2학년 1반 추성준

내 동생은 개구쟁이 엉터리이다.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말을 걸고, 텔레비젼을 보려고 하면
리모컨을 빼앗고, 나를 귀찮게 괴롭힌다. 하지만
이런 동생이 난 싫지만 않다. 사랑스럽고 귀엽다.
나에게 좀더친절하면 더 좋겠다.

2학년 1반 한하영

나는 나의 누나가 좋다. 누나는 늘 재미있다. 누
나는 내가 슬퍼하면 나를 위로해 주고 좋은 것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가끔은 좋지 않을 때도 있지
만 누나는 착하고 좋은 누나다.
누나하고 재미있게 잘 놀고 싶다.

Fantastic Mr.Fox를 읽고
2학년 1반 한하영

영리한 여우랑 더러운 농부 세명이 주인공이다.
여우가 나와서 농부의 닭을 빼앗으려고 그랬다. 그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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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2반
담임 : 장창란 선생님

스키

공원에서
2학년 2반 금동현

2학년 2반 이승현

2013년 3월 9일 토요일 날씨: 눈
드디어 저녁을 먹고 Campgaw Mountain에서
리프트를 탔다. 내가 처음이어서 두 번 동안은 선
생님이랑 탔다. 나는 중간지점에서 멈추었다. 왜냐
하면, 나는 리프트 초보이니까 아직은 높이 안 올
라간다. 두 번만 선생님이랑 같이 타더니 혼자 탈
수 있게 되었다. 그다음에는 친구들이랑 리프트를
세 번 탔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나 혼자 한 번 더
탔다. 스키를 마치고 차를 탔더니 선물이 있었다.
작은 도넛이었다, 우리는 맛있게 먹고 집에 도착했

2013년 8월 24일 토요일 날씨: 맑음
공원으로 소윤이랑 지윤이랑 고기를 먹으러 갔
다. 가서 모래로 성을 만들다가 밥을 먹었다. 밥이
너무 맛있었다. 밥을 먹고 또 모래성을 만들다가
쓸모없는 모래성들은 모래 미사일과 포탄으로 없
앴다. 조금 있다가 수영장에 갔다. 물에 흠뻑 젖어
서 수영을 하는데 아빠가 수영복을 갖고 왔다. 수
영복을 입고 물고기를 잡으려는데 계속 놓쳤다. 나
중에 지윤이가 춥다고 했다. 엄마가 우리 모두 나
오라고 했다. 다음에는 더 많이 놀았으면 좋겠다.

다. 스키가 마지막 날이어서 너무 아쉬웠다.

추수감사절
2학년 2반 김성환

2013년 11월 28일 목요일 날씨: 맑음
오늘은 생스기빙데이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나와서 놀기 시작했다. 점심때가 돼서 우
리는 파티를 했다. 함빈이네가 와서 기분 좋게 놀
았다. 노는데 내 친구 수빈이가 말했다.“우리 칼
놀이 하자.”그런데 너무 거칠어서 게임을 했다. 그
리고나서 공놀이도 하였다. 갈 시간이 되어서 우리
는 기분이 안 좋았다.

썰렁한 추석
2학년 2반 이정운

2013년 9월 19일 목요일 날씨: 화창하다.
미국에 와서 처음 맞는 추석이다. 한국 같으면
할아버지 댁, 외할아버지 댁에 갔을 텐데, 여기는
친척이 없어서 너무 쓸쓸하다. 그 대신 엄마가 맛
있는 갈비찜을 해 줬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다.

금요일
2학년 2반 조원희

피크닉
2학년 2반 배제이

2013년 9월 22일 일요일 날씨: 바람
엄마랑 아빠랑 피크닉을 갔다. 우리 가족이 밥
을 먹는데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인지 연 날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2013년 10월 4일 금요일 날씨: 맑다가 흐림
금요일에 일어나서 스포츠클럽에 갔다. 스포츠
클럽에 가서 처음에는 농구를 했다. 후프를 두 개
넣었다. 그다음에는 하키를 했다. 내 팀에는 준범
이랑 성준이가 있었다. 스트크로 퍽을 한 번 치고
골 안에 들어갔다. 그다음엔 점심을 먹었다. 되게
맛있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축구를 했다. 내가 되
게 빨리 가는 공을 막았다. 축구하고 나서 키크벌
을 했다. 야구 같았다. 그다음에 다즈벌을 했다. 내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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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다섯 개로 했다. 그다음에 타수쿠 생일파티
에 갔다. 타수쿠랑 같이 컴퓨터를 했다. 오늘은 되
게 재미있는 날이다.

내 생일
2학년 2반 김다인

2013년 9월 17일 화요일 날씨: 좋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파티도
하고 저녁엔 아빠하고 밥을 먹었다. 참 기분이 좋
았다.

내 그림
2학년 2반 박세란

2013년 3월 16일 토요일 날씨: 해님과 구름
한국학교에서 내 친구 수진이랑 나랑 그림을 그
렸다. 다 그리고 나서 보니깐 예뻤다. 그래서 그림
을 선생님한테 줬다. 선생님이 너무 좋아해서 친구
들한테 보여 주셨다. 자랑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마음이 편해졌다. 친구들도 칭찬해 줬다. 엄마도
칭찬했다. 행복했다. 너무 좋았었다.

실수로...... .
재미있는 오전반
2학년 2반 김민영

2013년 3월 11일 월요일 날씨: 맑음
오늘은 학교 오전반이다. 오전반은 재미있다.
오전반은 공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ELL 시간이 없어서 게임을 한다. 학교를 마치고 집
에 왔는데 동생이 이가 썩어서 치과에 가야 했다.

Spelling Bee
2학년 2반 왕수민

2013년 9월 19일 목요일 날씨: 햇빛 쨍쨍
우리 반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Spelling Bee를
한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하는 날이었다. 반 아이들
이 다 떨어지고 3명만 남았다. 그 이름들은 왕수
민, 유원섭, Maddie였다. 우리 셋이 계속 번갈아가
다가 단어“False”로 왔다. 두 친구가 먼저 떨어지
고 내 차례였다. 나는“False, F-A-L-S-E, False”라고
했다. 내가 Spelling Bee를 이겼다. 나는 금색 표를
받았다. 내가 너무 자랑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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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2반 박은빈

2013년 3월 9일 토요일 날씨: 맑음
오늘은 일어나서 밥 먹고 바로 한국학교로 갔
다. 학교를 마치고 친구네가 나를 픽업해서 놀이터
에 가서 놀았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그
런데 우리 엄마는 혼자 실수로 뉴욕으로...... .
맨해튼 맨 끝으로 갔단다. 엄마에게 자유의 여
신상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보지 못했다. 왜냐하
면, 나는 친구 차를 타고 있었다. 나는 집에 다 왔
는데 엄마는 겨우 빠져나와서 좀 늦게 왔다.

깜짝 놀이
2학년 2반 양다인

2013년 5월 17일 금요일 날씨: 맑음
어제 깜짝 플레이데잇을 하였다. 재미있었다.
예니와 예니 동생인 해린이, 동현이랑 리현이는 모
두 같이 놀았다. 학교 갔다 와서 피곤했지만 재미
있었다. 진짜 같은 말과 행동을 하며 놀았다. 나는
엄마, 예니는 큰 언니, 리현이와 해린이는 언니, 동
현이는 아기가 되었다. 다음에는 내 집에서 하고
싶다.

수영

내 동생 생일
2학년 2반 유민아

2학년 2반 이하은

2013년 9월 21일 토요일 날씨: 흐림
수영장에 갔다. 수영장에서 수영을 선생님한테
배웠다. 근대 선생님은 진짜 잘하신다. 인제 우리
는 샤워를 하고 집에 갔다. 집에 갈 때 우리 친구가
같이 놀자고 해서 놀았다. 친구가 가고 우리는 공
부를 했다. 진짜 재미있었다.

2013년 10월 1일 화요일 날씨: 맑음
오늘은 내 동생 생일이다. 우리는 생일 케이크
를 먹었다. 초콜릿케이크였다. 맛있었다. 제일 행
복한 날이었다.

축구
2학년 2반 이혜나

학교
2학년 2반 유승희

2013년 9월 27일 금요일 날씨: 바람 쌩쌩
학교에서 재미있는 것을 했다. 처음에는 음악을
갔다. 우리는 쇼하는 노래들을 불렀다. 너무 재미
있었다. 그리고서 간식을 먹었다. 너무너무 맛있었
다. 그 후에 받아쓰기했다. 조금 어려웠다. 하지만
아주아주 어렵지는 않았다. 그다음에는 삼학년이
그림 그린 것을 보았다. 신기하고 예뻤다. 학교는
너무너무 재미있다!!!

2013년 9월 20일 금요일 날씨: 해
축구를 하러 갔다. 나는 축구팀이다. 친구들이
랑 같이 놀면서 축구연습을 했다. 공을 패스하는
게 재미있었다. 내일은 다른 동네 친구들과 축구경
기를 한다. 재미있을 것이다. 축구 시합하고 나서
아빠랑 연습했다. 공을 차는 것이 재미있었다. 아
빠는 골키퍼를 하고 나는 킥커다. 골을 많이 넣었
다. 아빠도 몇 개 막았다.

아빠와 산책
2학년 2반 이수지

2013년 9월 15일 일요일 날씨: 해님
아빠랑 동생이랑 산책을 갔다 왔다. 산책하는
동안 도토리를 찾았다. 산책로에 먹는 곳이 있었
다. 우리는 아이스크림이랑 블루베리 빵을 먹고 집
에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가 해 주신 된
장찌개를 맛있게 먹었다.

추석놀이
2학년 2반 정현아

2013년 9월 22일 일요일 날씨: 맑음
내 가족들이랑 교회에 갔다. 교회에서 추석놀이
가 있었다.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거의 다 한복을
입었다. 먼저 우리는 딱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연
도 만들었다. 제기도 차고 연 만든 것을 날렸다. 송
편도 만들었다. 이렇게 연날리기, 송편 만들기, 제
기놀이, 딱지 만들기 중에서 내가 가장 재미있는
것은 연날리기였다. 왜냐하면, 바람이 쌩쌩 거려서
너무 재미있었다. 우리는 다 하고 집에 갔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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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 올라 공장
2학년 2반 한현서

2013년 11월 8일 금요일 날씨: 구름 있어서 흐림
우리 가족과 함께 크레이 올라 공장을 처음으로
갔다. 나는 몰딩이 제일 재미있었다. 크레용을 녹
인 다음에 내가 만들고 싶은 거에 넣어 식히면 된
다. 엄마는 두 개를 만들었다. 현구도 하나 더 만들
고 싶었는데 아빠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아주 아
주 아주~ 재미있었다. 다시 가고 싶다.

추석에 달맞이하며......
소원을 빌었어요.
김성환: 나는 새로운 로봇을 만들어 베틀 로봇경
기를 하고 싶다. 꼭 이기고 싶다. 또 나는 야구선수
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영화 만드는 사
람이 되어 새로운 파워레인저를 꼭 만들고 싶다!
조원희: 소원이 없다!
이정운: 2학년을 재미있고 즐겁게 지내고 싶다!
한현서: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금동현: 오늘 저녁에 바비큐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일은 학교에서 새 친구를 만나고 싶다!
유승희: 엄마가 강아지를 사주었으면 좋겠다!
배제이: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면 좋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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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배를 타고 싶다!
정현아: 강아지들은 모두 다 갖고 싶다. 여행을
자주 가고 싶고, 예쁜 스티커를 많이 갖고 싶다!
김다인: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면 좋겠다!
박세란: 나는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수지: 내 소원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 어항
에 물고기도 키우고 싶다. 한국에 가서 사촌 언니
도 보고 싶다!
유민아: 팬다 인형을 갖고 싶다!
박은빈: 나는 내 몸 건강하게 평생 살고 싶다. 그
래서 나는 오늘만 아니라 매일 기도하고 잠자리에
든다!
왕수민: Rainbow Loops를 곧 받았으면 좋겠다!

불꽃놀이

내 동생
2학년 2반 양다인

펑펑 팡팡 불꽃놀이
천둥소리 같다
아이, 시끄러워!

2학년 2반 이승현

뿡뿡~
내 동생은 방귀도 잘 뀐다.
꺽~, 꺽,
내 동생은 트림도 잘한다.
쓱싹쓱싹
내 동생은 그림도 잘 그린다.
핑, 핑내 동생은 야구도 잘한다.
쩝쩝!
내 동생은 찌개도 잘 먹는다.

알록달록 불꽃놀이
무지개색 같다
아이, 예뻐!
멋있는 불꽃놀이
다시 보고 싶어!

어디 있지?
내 동생은 잃어버리기 대장이다.

피자 빵
2학년 2반 정현아

세모 식빵 네모 식빵
소스를 바르고
옥수수 햄을 뿌리고
치즈 가루 솔솔솔.

태권도 시합
2학년 2반 조원희

가슴이 두근두근
태권도 시합.
나무판 깨기
품새 대련.
히얍 히얍!
자신감이 가득가득
떨리지 않아.
다음에 또 하자.

오븐에 넣으니
피자가 소리치네.
앗, 뜨거! 아, 뜨거!

축구게임
2학년 2반 금동현

선수들아, 나와라.
공격해 골 넣어라.
골키퍼는 공을 막고
골 먹어도 나무라지 말자.
그냥 게임이다.
모두 재미있게 놀자.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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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마를 소개합니다.

마를 제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2학년 2반 이정운

우리 엄마는 순하고 착합니다. 엄마의 좋은 점
은 화가 오래 안 갑니다. 엄마의 취미는 드라마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의 자랑거리는 요리를 잘
하는 것인데 제일 잘하는 건 갈비찜이랍니다. 엄마
는 나의 생활에 관심이 많고 우리 가족 모두를 좋
아합니다. 엄마가 싫어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입니
다. 엄마는 갖고 싶은 게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엄마가 좋
아하는 운동은 골프입니다. 나는 나에게 친절하게
해 주는 엄마가 좋습니다.

우리 엄마를 소개합니다.

우리 엄마를 소개합니다.
2학년 2반 금동현

우리 어머니의 이름은 최현주입니다. 키는 작지
만 잘 웃고 착합니다. 어머니는 김치를 잘 담그십
니다. 취미는 음악 감상이고, 우리를 자랑거리로
생각하십니다. 시간이 있으면 우리와 잘 놀아줍니
다. 물놀이장에서 신 나게 놀기도 했습니다. 쇼핑
을 좋아하는 어머니는 교육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끄러운 소리는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운
동은 요가이고 건강을 가지고 싶어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 친절합니다. 저는 참 좋은 어머니를
가졌습니다.

2학년 2반 유승희

우리 엄마는 쇼핑이 취미입니다. 한국말을 잘하
시고 엄마가 관심 있는 것은 예쁜 가방입니다. 그
리고 짬뽕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강아지를 진짜 싫
어합니다. 우리 엄마의 좋은 점은 친절한 것입니
다. 엄마는 아이패드를 진짜 갖고 싶어합니다. 우
리 엄마는 스파게티를 진짜 맛있게 만들고 떡볶이
도 잘합니다. 걷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런
엄마를 진짜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를 소개합니다.

우리 엄마를 소개합니다.
2학년 2반 박은빈

우리 엄마를 소개합니다. 우리 엄마의 취미는
요리입니다. 해물탕을 잘하시고 운동은 뛰는 것을
좋아합니다. 엄마의 자랑거리는 내가 존댓말을 써
서 다른 어른들에게 칭찬받는 것입니다. 엄마는 책
읽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엄마는 내가 공부 잘
할 때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때를 싫어합니다. 우리
엄마는 가지고 싶은 것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엄
마가 친절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는 최
고입니다.

2학년 2반 이수지

우리 엄마는 나랑 닮았습니다. 머리가 짧고 많
이 예쁩니다. 우리 엄마는 사랑스럽고 등산을 잘
합니다. 좋은 점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내 엄마는
일을 안 하지만 집 청소도 하고 파스타를 잘 만듭
니다. 올리브 파스타, 조개 파스타랑 미트볼도 만
듭니다. 나는 올리브 파스타를 제일 좋아합니다.
엄마는 나랑 홀푸드도 같이 갑니다. 나는 이런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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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마를 소개합니다.
2학년 2반 이승현

예쁘고 착한 우리 엄마의 자랑거리는 우리 가족
입니다. 우리 엄마의 좋은 점은 부지런하고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의 취미는

음악감상이고, 가지고 싶은 것은 마당이 있는 집이
랑 행복이랑 강아지입니다. 제일 잘하는 음식은 김
치찌개, 잡채, 오이지 무침입니다. 그리고 테니스,
골프, 배드민턴같은 운동을 좋아합니다. 나랑 같이
테니스도 쳤습니다. 또 운전, 여행, 쇼핑도 좋아합
니다. 싫어하는 것은 해충, 이기적인 사람, 반칙,
거짓말입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제일 좋은 엄마라
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를 소개합니다.
2학년 2반 왕수민

제 어머니의 성함은 전선재입니다. 어머니는 쌍
둥이십니다. 제 어머니의 자랑거리는 행복한 우리
가정이고, 취미는 영화보기입니다. 어머니는 아름
다운 자연과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거짓말은
싫어하십니다. 운동으로는 자전거타기를 좋아하
십니다. 어머니는 요리 중에서 갈비를 제일 잘 하
십니다. 저는 제 엄마가 좋습니다.

우리 엄마를 소개합니다.
2학년 2반 박세란

우리 엄마는 책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
행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엄마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맛있는 된장찌개를 잘 만듭니다.
엄마는 내가 징징거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짜 착한 딸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는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엄마를 인터뷰를
하고 소개하니 재미있습니다.

우리 엄마를 소개합니다.
2학년 2반 조원희

우리 엄마의 취미는 요리하기, 책 보기랑 드라
마 보기입니다. 그중에서 자랑거리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요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하는 음식은 김밥, 떡국, 갈비찜이
랑 쿠키입니다. 우리 엄마는 여행 가는 것을 좋아
합니다. 하지만 청소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엄마가
청소를 싫어하는 이유는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우
리 엄마의 좋은 점은 나랑 동생을 사랑하는 점입니
다. 우리 엄마가 가지고 싶은 것은 스탠드 믹서입
니다.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운동은 줄넘기랑 조깅
입니다. 우리 엄마는 제일 좋은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를 소개합니다.
2학년 2반 정현아

내 엄마는 최고입니다. 엄마는 웃기고 착합니
다. 좋은 점은 나를 잘 돌봐주고 맛있는 것을 많이
해 줍니다. 내 엄마의 취미는 운동이랑 인터넷입니
다. 내 엄마가 가지고 싶은 것은 강아지이고, 좋아
하는 것은 커피 마시기랑 드라마 보기입니다. 싫어
하는 것은 뱀, 쥐, 그리고 더위입니다. 내 엄마가
관심 있는 것은 요리이고, 제일 잘하는 음식은 떡
볶이랑 수육입니다. 또 김치를 잘 담그는 게 자랑
거리입니다. 내 엄마가 좋아하는 운동은 줌바입니
다. 엄마랑 워싱턴 디시에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나는 내 엄마가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엄마를 소개합니다.
2학년 2반 김민영

우리 엄마는 키도 크고 머리가 깁니다. 골프랑
요리를 잘하는데 치킨샐러드를 맛있게 합니다. 또
꽃이랑 와인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단 음식은 싫어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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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엄마의 좋은 점은 부지런하고 운동을 잘합
니다. 엄마는 좋은 차를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 엄
마는 좋은 엄마입니다.

내 마음을 열어보면!.......
2학년 2반 김민영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 여행 갈 때
나에게 가장 좋았던 일은 - 할머니, 할아버지 올 때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 턱을 또 다칠까 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 클럽친구들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 좀비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 컴퓨터
나의 좋은 점은 - 운동을 잘한다.
나는 커서 -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내가 만약 동물로 변할 수 있다면 - 원숭이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매일 놀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을 열어보면!.......
2학년 2반 한현서

내가 좀 더 어렸다면 - 동생 현구가 이 세상에 없
겠지!
내가 자주 상상하는 것은 - $999,999,999,999,9,999
를 만드는 것
내가 좀 더 나이가 많다면 - 학교를 안 다니겠다.
우리 아빠는 - 사랑스럽다.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 길을 잃어버리는 것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은 - 크레파스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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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을 열어보면!.......
2학년 2반 이혜나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 내 생일
내가 좀 더 어렸다면 - 집에서 논다.
내가 자주 상상하는 것은 - 한국에 가기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 깜깜할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 양다인, 박세란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 스쿠터
나의 좋은 점은 - 그림을 잘 그린다.
나는 커서 -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

내 마음을 열어보면!.......
2학년 2반 배제이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 크리스마스 때
나에게 가장 좋았던 일은 - 태어난 것
나는 때때로 - 혼나지.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 스랜더 맨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은 - 아이패드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 스트라이커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 죽는 것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 애기가 우리 집 올 때
나는 커서 - 태래스코프로 가락시를 볼 거야.

내 마음을 열어보면!.......
2학년 2반 박세란

내가 자주 상상하는 것은 - 친구랑 여행 가는 것
나에게 가장 좋았던 일은 - 학교 가는 것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 친구가 없어져 버리는 것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 고양이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은 - 물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 아빠 지갑
나의 좋은 점은 - 수학을 잘한다.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 아빠가 소리 지르는 것

내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왕: 왕수민이 들에서 놀고 있었어요.
수: 수민이가 더워서 집에 들어왔어요.
민: 민들레도 같이 들어왔어요.
양: 양다인은 폴짝폴짝
다: 다리를 건너가서 엄마에게
인: 인사를 합니다.
이: 이상한 일이에요.
하: 하늘이 빨개졌다가요.
은: 은색으로 변했어요.
박: 박강민 오빠가 때려요.
은: 은빈이가 맞고 있어요.
빈: 빈 통으로 맞았어요.
이: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어.
혜: 혜나가 1등을 했어.
나: 나는 엄마에게 말해 줬지.
유: 유리가 깨졌어요.
민: 민아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 아빠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한: 한가하게 책을 읽고 있었다.
현: 현구가 들어왔다.
서: 서서히 화가 난다.

김: 김말이가 맛있어요.
다: 다 먹고 나서
인: 인형을 가지고 놀았어요.

내 꿈은......
김성환: 소방관
금동현: 수학자, 축구선수
조원희: 타임머신 만드는 과학자
이수지: 선생님
이하은: 디자이너, 의사
양다인: 태권도 마스터, 드러머
이정운: 변호사
유승희: 의사, 수영선수
한현서: 아티스트
박세란: 연예인
정현아: 변호사
김다인: 발레리나
이혜나: 선생님, 화가
왕수민: 피아니스트
유민아: 가수,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민영: 패션 디자이너
박은빈: 과학자, 연예인
이승현: 경찰특공대
배제이: 아직 모르겠다!
조재호: 축구선수

이: 이정운이 화가 났어요.
정: 정운이 형아가 때렸기 때문이에요.
운: 운 나쁘게도 머리통을 맞았어요.
배: 배가 너무 아프다!!!
제: 재미가 없고
이: 이해도 못하겠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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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1반
담임 : 김은실 선생님

가을
3학년 1반 안수현

무지개 나라로 변한다.
빨강, 주황, 노랑, 갈색으로 변한다.
한잎, 한잎 눈송이처럼 떨어진다.
보스락 바스락 내가 지나가면
인사를 하네

서늘한 가을바람 사이로
도토리가 여기 저기
우수수 떨어지네.
도토리 속 안을 살펴봤더니
땅콩 냄새가
내 코를 찌르네.
도토리 가루로 만든 맛있는 도토리묵
귀여운 다람쥐에게 양보해야겠네.

예쁘게 단장하고
신이 나서
땅으로 내려 오네
가을. 가을. 가을

가을

단풍나무야, 미안해.

3학년 1반 서우진

3학년 1반 전현재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온다

공원에 가면
단풍나무 하나가
우뚝 서 있다.
“시원한 물
한 모금 주세요.”
어여뿐
단풍잎 사진만
찍어가니
미안해, 단풍나무야.
정말 미안해

초록색 잎은
다
단풍잎으로 변한다
단풍잎은
나무에서 떨어지고
천천히 내려온다

도토리
3학년 1반 임 홍 재

톡 ,톡, 톡
떼굴 떼굴 떼구루룰루
다람쥐가 와서 오독오독 씹어먹네

찬 바람이
단풍잎을 후후 불고
단풍잎은 찬바람에 난다
내
마음도
단풍잎이랑 같이 난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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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뒤에 있는 나무

가을

3학년 1반 강민선

3학년 1반 배해인

우리집 뒤에 나무가 있다.
1년 동안 나무가 변한다.
해마다 그렇다
봄에는 나무에 분홍색 꽃이 핀다.
먼저 필 때 나는 엄마에게 예쁜 꽃을 준다.
5월 꽃이 다 떨어질 때 나는 꽃하고 논다.
여름에는 나무에 초록색 나뭇잎이 핀다.
7월 나뭇잎이 다 피었을 때 나는 밖에서 논다.
줄넘기를 제일 많이 한다.
가을에는 나뭇잎이 색깔을 바꾸고 떨어진다.

가을에는
나뭇잎의 색이 바뀐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갈색 다 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참 예쁘다.
겨울에는 나뭇잎이 하나도 없다.
눈이 올 때 나뭇가지가 하얗게 된다.
하얀 나무가 너무 예쁘다.

조용히

나뭇잎이 떨어진다.
하나, 둘, 셋
동물들은 먹을 것을 찾는다.
여기저기 오손도손 모인다.
잠으로 빠져든다.

산을 올라라.
산을 올라라
떨어진다, 떨어진다, 낙엽들이

가을
3학년 1반 이지영

창문 밖을 내다봐요
길바닥에 떨어진 단풍잎은
속삭이듯 아이 추워 중얼중얼
길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추운지 폭신폭신한 잠바를 입어요

가을
3학년 1반 주현서

가을은 춥다
하지만 점심에는 덥다.
가을은 춥다
그러나 여름에는 덥다
하지만 나는 가을이 좋다
왜냐하면 날씨가 선선하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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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위 구름은 웃는 듯
바람 아저씨를 찾아가
바람을 만들어 주세요 말해요
바람 아저씨
희망이 담겨있는 바람을
온 세상에 불어 주세요

가을아 가을아
3학년 1반 정종헌

가을아 가을아
내가 좋아하는 가을아
안 덥고 안 춥고 딱 좋은 날씨
학교 종 치면 낙엽더미에 뛰어들 수 있는 가을
가을아 가을아
내가 좋아하는 가을아
일년에 한 번밖에 없는 가을아
일년동안 기다리면 가을이 나타나지
가을아 가을아
내가 좋아하는 가을아
또 언제 볼까?
가을아 가을아
내가 좋아하는 가을아

서 : 서로 도울 줄 아는 어린이
우 : 우동을 좋아하는 어린이
진 : 진짜 축구를 좋아하는 어린이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3학년 1반 임 홍 재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나는 공룡 포스토수쿠
스가 살았던 트라이아스기를 가보고 싶다.
포스토수쿠스는 원시지배 파충류에 속하고 몸
길이는 6미터에 달하며 사족보행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사족보행이란 네 발로 걸어다닐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공룡이 트라이아스기에서 가장 거대하

고 강한 육식공룡이라니... 정말인지 관찰해 보고
싶다. 또 어떻게 다른 초식공룡이나 파충류들을 잡
아먹는지도 궁금하다. 또한 이 공룡의 이빨은 매우
뾰족해서 사냥을 하기 쉬웠을 것 같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공룡의 화석이 이곳
텍사스에서 발견 되었다니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만약 자동차가 없어진다면
3학년 1반 임 홍 재

만약 자동차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여행을 할 때
비행기나 기차를 타게 될 것이다. 비행기로는 기차
로 가지 못하는 바다건너 다른 나라 등 먼거리를
여행할 때 이용하겠지만 값은 무척 비쌀 것이다.
내가 다섯살 즈음이라 잘 기억나진 않지만, 우
리가 독일에서 살았을 때 기차로 프랑스를 여행한
적이 있다고 엄마께서 말씀해 주셨다. 자전거를 이
용해 여행을 한다면 자전거는 이산화탄소가 안 나
올테니 우리는 환경도 보호할 수도 있고 다리의 힘
도 기를 수 있겠다. 하지만 자전거로는 먼 거리를
가지 못하니 먼거리 여행은 기차가 제일 나을 듯
싶다
여하튼 자동차가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휴게소
의 구운 오징어를 자주 먹기는 어려울 듯 싶어 아
쉽다

만약 자동차가 없으면...
3학년 1반 이지영

저는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할거라고 생각합니
다. 왜냐하면 자동차로 빨리 갈 수 있는 거리를 오
랫동안 걸어서 가야하고, 마트에서 장본 음식과 물
건들도 들어서 집까지 걸어와야 합니다. 집에서 멀
리 떨어진 곳이면 더욱 더 힘들겠죠? 아무도 무거
운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
고 자동차가 없으면 가족여행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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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가족여행 많이 가고 싶지요? 또 이사를 할 때
에 많은 상자들을 이사할 집까지 어떻게 옮겨야 합
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 세
상에 자동차가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자동
차를 아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주비행사
3학년 1반 박세연

좋아하니까 강아지와 함께 수영을 하고 놀면 얼마
나 더 재미있을까? 나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마도 나중에 강아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Why? (심리학)
3학년 1반 홍준우

나의 소원은 우주비행사가 되는 겁니다. 우주비
행사가 되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우주에 꼭 가보
고 싶습니다. 미션도 해야 되지만 나한테는 재미있
을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동안 나는 야구에 푹 빠져 있었다. 그
러던 중에 이 책에 야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
고 읽게 되었다.
이 책에는 주인공인 엄지와 꼼지가 서로 좋아하
게 되는 얘기도 나오고 사람의 마음에 대한 얘기도

우주에 가면 별도 보고 많은 걸 볼 것입니다. 나
는 우주에 가서 모든 행성을 보고 싶습니다. 태양
도 얼마나 큰지 직접 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경
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온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게 읽은 것은 서
로 좋아하게 되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나중에 나에게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다면, 자신있게 그 사람한테 직접 말해서 마음을
알려줄 것이다.

나의 소원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읽고

3학년 1반 박혜나

3학년 1반 이지영

나의 소원은 강아지를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강아지는 털이 보들보들하고 얼굴이 너무 귀엽기
때문이다. 사람을 따라 다니는 모습도 너무 귀엽
다. 그리고 내가 강아지를 가지고 싶은 이유 중의
하나는 오빠가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
도 강아지는 내 옆에서 내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즐거울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엄마는 강아지를 키우는 일은 어렵다고 하
시지만 나는 강아지가 지저분하게 해 놓은 것들을
청소도 할 수 있고 매일 산책을 시켜 줄 수도 있다.
만약 엄마가 강아지를 사주시면 나는 더 이상 아무
것도 사달라고 조르지 않을 자신이 있다.
만약 내가 강아지를 가지게 된다면 바닷가에 가
서 함께 수영을 하고 놀고 싶다. 내가 수영을 너무

옛날 이스라엘 어느 마을에 마음이 착하고 성실
한 청년이 살았어요. 청년은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이아
몬드는 너무나 비싸서 감히 어느 누구도 살 생각을
못했어요.
어느 날 한 랍비가 청년을 찾아왔어요. 랍비는
청년에게 금화 육천개를 주며, 다이아몬드를 자기
에게 팔라고 했어요. 청년은 비싼 값을 받고 다이
아몬드를 팔 생각에 매우 기뻤어요. 청년은 곧장
다이아몬드가 있는 방으로 달려 갔어요.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마침 청년의 아버지가 베
개 밑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금고 열쇠를 깔고
잠을 자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은 아버지의 단잠을
깨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랍비에게 가서 다이아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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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팔수 없다고 말했어요. 청년은 랍비에게 아버
지의 단잠을 깨울 수 없다고 하며, 자신에게는 돈
보다 아버지가 더 소중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랍비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 책을 읽고, 청년은 아버지를 많이 생각
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는 아버지께 효도하는 청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청년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빠 엄마를 사랑
하고 존경하며, 부모님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
고, 부모님을 위한 마음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자린고비
3학년 1반 안수현

이 책은 나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그 교훈
은“아끼면 똥된다.”라는 속담과 비슷하다.
어느 날 자린고비의 가족이 고깃국을 먹자고 졸
라댔다. 그래서 자린고비는 시장에 가서 고기를 조
물락, 조물락 하고선 집에 가서는 그 기름진 손을
물에 씻었다. 그러고는 가족들에게 고깃국이라고
말하였다. 자린고비의 가족은 아주 실망스러웠다.
만약에 나의 아빠가 자린고비였다면 나는 밥 한
톨도 안 먹고 내 용돈으로 고기를 사 먹을 것이다.
내가 놀라웠던 장면은 자린고비가 고등어를 천
장에 달아 놓고 밥 한 숟가락 먹고 고등어를 보고
한번 눈을 깜빡해야 되는데 자린고비의 큰 아들이
두 번 눈을 껌벅, 껌벅했다고 야단을 맞았다.
내가 만약 큰 아들이라면 견디지 못하고 말았을
것이다. 나는 우리 가족이 아무도 자린고비가 아니
어서 좋다.

지혜로운 농부와 심술쟁이 도깨비

“한국사 편지를 읽고”

3학년 1반 박지우

3학년 1반 전현재

이 이야기는 지혜로운 농부와 심술쟁이 도깨비
이야기이다. 도깨비는 농부한테 화가 났다. 농부가
낮잠을 자고 있는 도깨비를 깨웠기 때문이다.
화가 난 도깨비는 농부를 골탕 먹이려 하지만
지혜로운 농부에게 속아서 도깨비가 오히려 농부
를 도와주게 되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농부가 도깨비를 속
였을 때다. 농부가 혼자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도깨
비는 멀리서도 어떻게 다 들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
고 신기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은 내가 남을 골탕 먹
이려고 하면 내가 오히려 골탕을 먹게 될 수도 있
다는 점이다.

처음에 어머니께서 이 책을 사 주셨을 때는 역
사가 지루하단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점점 읽다보
니 우리 역사에 대한 흥미가 붙었다. 편지처럼 역
사를 알려주기 때문에 역사가 어렵지 않고 흥미로
웠다. 역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
고 싶다.
이 책 1권은 기원전 70만년 경부터 818년까지
보여준다. 2~5권은 900년경부터 2000년까지 1100
년의 역사를 보여준다.
1권 내용 중 고구려 시대의 무용총벽화 수렵도
가 제일 흥미로웠다. 그 벽화는 사냥하는 사람들을
벽화로 그린 것인데 사냥하고 활쏘는 모습이 실감
나게 표현되어 있어 아직도 머리에 남는다.
그래서 빨리 5권까지 읽고 싶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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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의 서커스”를 읽고
3학년 1반 서우진

샌디의 어머니는 화가입니다. 샌디의 아버지는
조각가입니다. 샌디는 어렸을 때부터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샌디는 어렸을 때 나무조각과 철사
같은 것들로 성을 만들었습니다.
샌디는 어른이 되어 무엇을 할지 몰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많은 일을 해 보았지만, 별
로 마음에 드는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샌디가 태양을 본 후 그림을 그리고 싶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샌디는 미술 학원을 다니
기 시작했습니다. 샌디는 서커스 공연 장면을 그리
기 시작했습니다. 샌디는 서커스 장면을 그리는 것
을 즐겼습니다.
샌디는 아빠처럼 서커스를 완성했습니다. 샌디
는 사람들에게 작은 서커스 공연을 해보였습니다.
사람들도 다 좋아했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샌디의
서커스를 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샌디가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샌디처럼 창조적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 나 때문이야’를 읽고
3학년 1반 박세연

저는‘나 때문이야’를 읽었습니다. 저는 왜 책에
있는 아이가 울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과 표지를 보고 뭔가 잘못되었
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주인공이 현주라는 걸 알
았습니다. 현주의 엄마는 현주의 옷을 트렁크에서
꺼내려다가 뒤에서 오는 차랑 부딪혀 다리를 다쳤
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장애를 가
지게 되었습니다. 현주는“나 때문이야”라고 생각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옷을 엄마가 가지러 가서
엄마가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주
와 엄마와 아빠가 함께 마음 속에 있는 얘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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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서로“나 때문이야”라고 생각하지 말자고 얘
기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엄마와 아빠를 도와 드
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 원정대와 환상의 세계로’를 읽고
3학년 1반 박세연

행복 원정대와 환상의 세계로는 정말 재미있는
책입니다. 제로니모 스틸턴이라는 작가가 쓴 책입
니다. 이 책은 시리즈로 되어 있고 이 책에선 멋진
걸 알아내고 뭘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 책에서 행복 원정대가 비밀의 하트를 찾아야
합니다. 제로니모 스틸턴과 행복 원정대는 행복의
하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행복 원정대는 오크족 나라에서 지도를 찾아 과
자 나라에서 장난감 나라로, 황금 나라에서 동화
나라로 갔다가 요정 나라로 돌아왔답니다. 그 동안
제로니모 스틸턴은 요정들이 모으라 했던 크리스
탈 열쇠를 모았습니다. 그 열쇠로 작은 문을 열고
갑자기 떨어집니다. 퀴즈를 맞추고서 행복의 하트
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여왕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제 이 하트를 동굴에 돌려놓으세요.”
“아니 왜요? 얼마나 어렵게 찾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트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걸 찾아가는 과정이예요. 길고 힘든 수색 작업 덕
분에 행복이란 자기 가슴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행복이란 모든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예요. 행복은 무엇을 갖느냐가 아니라 무엇
이 되느냐에 달려 있죠! 이 사실은 당신의 삶을 바
꿔 놓을 수 있는 작지만 큰 비밀이랍니다.”
저는 이 한 마디가 정말 멋진 말로 생각했답니
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무척 재밌고 멋지고 좋은
말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아주 멋진 책인 것 같습니다.

“보트의 구멍”을 읽고

행복한 왕자 를 읽고

3학년 1반 주현서

3학년 1반 배해인

“보트의 구멍”을 읽고 교훈을 하나 얻었다. 교훈
은 바로 그때 뭘해야 할지 생각나면 바로바로 하자
였다. 그래서 이제 부터는 생각나면 바로바로 해야
겠다.

어느 나라에 행복한 왕자 동상이 있었다. 어느
날 제비가 와서 동상에게 친구가 없는 것을 보고
그냥 행복한 왕자 동상에 앉아있었다. 그런데 위에
서 자꾸만 물이 뚝, 뚝 하고 떨어지고 있었다. 이상
하여 위로 가보았더니 행복한 왕자 동상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다. 제비가 물어보았다“행복
한 왕자님 왜 울어요?”행복한 왕자가 대답했다
“살아있을 때만해도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
았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많구나”그리고는 행
복한 왕자가 자기 동상의 칼에 있는 보석을 저기

Wonder
3학년1반 강민선

나는 Wonder라는 책을 읽었다.
책에서 10살인 남자 아이, August는 진짜 못 생
겼다. 10년 동안 27번의 수술을 받아야 해서 학교
를 한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이제 5학년이라서 학
교를 가야된 것이다.
August는 너무 못생겨서 학교에서 친구가 많이
없고 Summer와 John만 있다. August 누나 Via도
고등학교를 시작하는데 친구들한데 August가 너
무 못생겼다고 안 보여주고 싶어 했다. August는 5
학년에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친구들과 학교를 재
밌게 만들었다.

보트의 구멍

가난한 아이에게 주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눈에 있는 보석 두개를 저기 저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 온몸을 둘러싸고 있는
금을 떼어서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그리고 어느새
겨울이 다가왔다. 제비는 춥고 아파하였다.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안녕이라고 말하고 하늘나라로
갔다.
내가 느낀 점은 나도 행복한 왕자 같이 너그럽
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나랑
오빠랑 조그만 일 가지고 나누지 않고 싸우는데 지
금은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느껴진다, 어쨌든 이
책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책이었다.

3학년 1반 박혜나

보트를 탈 때 생길 수 있는 제일 큰 트러블은 보
트에 구멍이 나는 것이겠지요.
의기양양하게 보트를 타다가 구멍을 발견하면
정말로 무섭겠지요?
구명 조끼를 입거나 구명 보트를 타고 빨리 나
와야겠지요?
멍하게 있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지
요?
“아! ...... 이제 살았다.”

보트의 구멍
3학년 1반 이지영

혹시‘보트의 구멍’책을 읽어 보신 적 있나요?
‘보트의 구멍’에서는 페인트공이 페인트칠만 해
줄 뿐 아니라 보트의 구멍도 막아준 덕분에 아이들
의 목숨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는 작은 문제라도 미리미리 해결하라
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 보시면,
‘우리도 작은 문제라도 미리 해결하자’라는 생각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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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실 거예요. 또한‘보트의 구멍’에 나오는 페
인트공은,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
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꼭
한번 읽어 보세요.

대륙을 정복한 광개토 대왕
3학년 1반 정종헌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의 왕이었다. 광개토 대왕
의 이름은‘땅을 넓힌 왕’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 땅이 작지만 옛날 고구려 시대에
는 지금 우리 한반도 영토보다 넓었다. 지금의 중
국 땅까지 우리나라 땅이었으니 만약 지금까지도
우리 땅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한 광개토
대왕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 수 많은
전쟁에서 이겼다.
나는 이 책을 읽고 광개토 대왕이 훌륭한 사람
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싸우고 백성들이 살기 편하도록 나
라를 잘 다스렸으며 고구려 땅을 넓혔기 때문이다.

왕자와 거지를 읽고
3학년 1반 정의석

왕자와 거지를 읽었다.
16세기 어느 날 튜터왕가에 에드워드 16세가 태
어났다. 이 일로 모든 영국인들이 기뻐하였다. 그
런데 같은 날 톰이라는 아이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
어났다.
톰의 소원은 왕자가 되어 보는 것이었다. 어느
날 톰은 성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경비병에게 들켰
다. 그러나 그 순간 톰은 왕자를 보게 되었다. 왕자
에드워드는 톰을 궁궐로 들어오게 했다. 그리고는
옷을 바꿔 입었다. 그 뒤 정말 큰 일이 나는 내용이
다.
여기서 내가 느낀 점은 자기가 해야 할 것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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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바꾸지 말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에드워드는 톰
과 서로 자기 자리를 바꿨다. 그것은 큰 잘못이다.
톰과 에드워드는 서로 자리를 바꿈으로 인해서 나
중에 그 값을 치르게 된다.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
르냐면 에드워드는 왕가에서 쫓겨나 거지가 된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길거리에 버려지는
고생을 한다. 나는 그 왕자 에드워드가 딱하다. 왜
냐하면 그는 톰에게 속아 넘어가 왕자자리와 거지
자리를 바꿔주고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리를 바꾼 뒤에 톰도 역시
에드워드처럼 힘들었다. 그는 라틴어도 몰랐고 궁
궐 생활도 힘이 들었다.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식사
예절, 질서, 세수 등이었다. 나중에 결국 에드워드
와 톰은 다시 자리를 바꿔서 에드워드가 나라의 왕
이 된다.
다행이다.

내 친구
3학년 1반 홍준우

내 친구 Emanuele는 성격이 순한 편이고 과일
중에 딸기를 제일 좋아한다. Emanuele이 가장 잘
하는 운동은 축구랑 하키다. 내 친구의 좋은 점은
내가 화나거나 속상할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나를
위로해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내 친구다. 1,2학년
모두 같이 지낸 Emanuele은 나에게 좋은 친구고,
착한 친구다. 지금은 같은 반이 아니어서 아쉽지만
여전히 소중한 친구이다.

우리동네 Wyckoff
3학년 1반 박지우

나는 Wyckoff New Jersey에 산다. 우리 동네는
키 큰 나무가 많고, 공기가 좋은 한적한 곳이다. 예
쁘고 큰 집들이 넓은 마당과 함께 있고 공원들도
많이 있다. 학교도 시설이 좋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다. 동네 사람들도 친절하고 재미있다. 맛있는
식당도 많이 있다. 나는 우리 동네가 참 좋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학년 1반 조민진

우리고장 소개하기
3학년 1반 주현서

지금부터 우리 고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고
장의 이름은 Wyckoff 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의
이름은 Abraham Lincon School입니다.
저희 고장에는 마트나 장난감 가게가 집에서 가
까워 물건이나 음식을 많이... 시간나면 아무 때나
갈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고장을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고장은 환경도 좋고 학교도 좋습니다. 이
게 우리고장 Wyckoff입니다.

이 놀이는 여러 명의 친구들과 다 함께 할 수 있
는 놀이이다. 술래가 벽을 바라보고“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외친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
는 친구들이 술래가 안 보는 사이에 조금씩 움직여
서 술래가 있는 곳까지 와야 한다. 술래가 친구들
을 쳐다보면 움직일 수 없다. 움직이는 사람은 아
웃이다. 반드시 술래가 벽을 쳐다보고“무궁화 꽃
이 피었습니다”라고 외칠 때만 다른 친구들이 움
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술래에게 들키지 않
고 술래가 있는 곳까지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
는 놀이이다.

하나빼기

우리 고장

3학년 1반 박혜나
3학년 1반 전현재

우리 고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올드태판(old tappan)은 뉴저지 북쪽에 자리잡
고 있습니다. 우리고장에 학교는 티비디(T.B.D)와
시디더블유(C.D.W)가 있습니다. T.B.D는 킨더부
터 4학년까지이고, C.D.W는5학년부터 8학년까지
다니는 학교입니다.
올드태판은 좋은 학교와 편리한 교통, 발달된
편의시설로 인기가 높은 타운입니다. 그래서 한인
비율도 20% 가까이 됩니다.
타운내에 크고 작은 공원이 많아 운동하기도 좋
습니다. 특히, Stone point park은 놀이터,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육상트랙, 인라인장 등을 갖춰 인
기를 끄는 방대한 공원입니다.
Tappan은‘차가운 강’이란 뜻입니다. 뉴욕주의
태판과 구분하기 위해 올드태판이 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답니다.
저는 이 시설들을 갖춘 내 고장이 정말 자랑스
럽습니다.

하나빼기는 두 사람이 두 손으로 하는 가위바위
보 놀이이다. 양손으로 가위바위보 중 하나씩을 동
시에 낸다.“하나빼기”라고 말하면서 두 손 중 한
손을 뒤로 뺀다. 남아있는 손의 가위바위보로 누가
이겼는 지가 결정된다. 이기기 위해서는 양손을 반
드시 다르게 내어야 한다.“가위바위보, 하나빼기”
라고 말하면서 점점 더 빠르게 한다.

우리엄마
3학년 1반 주현서

3학년 기자 주현서입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 이
유진씨를 인터뷰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제일 소중
한 사람은 저희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가
족이 행복의 원천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초록색”이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초록색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신데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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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할
머니 할아버지와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물어보았습니다.“파바로
티”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
공청년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하셨습니다.
휴가계획은 6월27일 멕시코에 있는 켄쿤을 6박7
일로 가려고 합니다. 까닭은 가족들과 멋진 추억을
만들려고요. 취미는 사람과 어울려 다니시는 것입
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하다보면 에너지를 얻기 때
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바람은 가족이“행복”
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행복한 우리집.
요즘 빠져있는 것은 영화입니다. 이유는 감동적
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사탕을 싫어하십니다. 왜
냐하면 단것을 안 좋아하십니다. 지금까지 주현서
기자의 어머니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내친구 햄스터
3학년 1반 정의석

나는 어렸을 때 햄스터를 키웠다.
햄스터는 야행성이다. 확실히 야행성이어서 나도
밤에 잠을 잘 못잤다. 햄스터는 주로 도망을 잘 친
다. 그리고 먹는 것은 몇몇 종류의 곡물 그리고 상추
이다. 햄스터는 바퀴를 돌리며 노는 것을 좋아한다.
잘 씻겨주고 먹이만 잘 준다면 건강히 잘 자란다.
한 번은 내가 햄스터를 물로 씻겨 주었더니 며
칠 뒤 볼에 피주머니 같은 종양이 생겨 죽고 말았
다. 난 그걸 통해서 햄스터는 물로 씻겨주지 말고
톱밥으로 목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그 다음에 한 친구네 집에 갔더니 햄스터를 만져보
게 해줬다. 나는 거기서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거의 모든 동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가 햄스터를 더러운 손으로 만지고 났
더니 햄스터가 죽었다. 햄스터는 다루기가 까다로
운 동물이라는 것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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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 박물관을 다녀와서
3학년 1반 박혜나

엄마와 자연사 박물관(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에 갔다. 엄청 컸다. 제일 먼저
Hayden Planetarium에서 하는 Space Show를 보
았다. 극장은 희안하게 스크린이 천장에 둥그렇게
있었다.“꽝”소리가 나면서 쇼가 시작되었는데 별
들이 100,000,000만큼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해와
별에 대한 쇼였다.
쇼가 끝나고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옛날 사람
과 동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러 갔다. 아프리
카 사람들은 동물털로 이불도 하고 옷도 만들고 깃
털로 머리의 왕관들도 만들었다. 남미와 멕시코 사
람들은 돌덩어리로 멋있는 조각들을 만들고 금과
쇠로 예쁜 목걸이와 귀걸이도 만들었다.“딱딱한
돌로 어떻게 그 많은 모양을 다 만들었을까?”,“그
금을 어디서 어떻게 다 찾았을까?”라고 생각했다.
공룡관에서는 T-Rex를 보았다. T-Rex의 날카로
운 이빨로 나를 한 입에 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좋아하는 Stegosaurus, 바다공룡,
Elasmosaurus들도 보았다. 모든 공룡들의 뼈가 너
무 커서 내가 작은 개미가 된 것 같았다.
다음으로 해골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나는 너
무 무서워서 꼼짝도 안하고 엄마의 손을 잡고 옆에
딱 붙어 있었다. 그 곳에서 사람들은 원래 원숭이
에서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Discovery room은 무엇이든 다 만져보고 해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Baobob나무에 숨어 있는 여
러 가지를 손전등과 돋보기를 가지고 찾아서 표시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람의 뇌를 잘라서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직접 현미경으로 보는 것도 있었
다. 나는 뇌가 그렇게 쭈글쭈글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실제로 개구리가 되
기 직전의 올챙이를 본 것도 처음이었다. 무지 이
상하게 생겼다.
마지막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념품점을 구

경하고 다 사고 싶었지만 반짝이는 로켓트 그림과
‘ I Dream Big’이라고 쓰여 있는 티셔츠를 샀다.
엄마랑 나는 박물관 문을 열 때 들어가서 문을 닫
을 때 나왔다. 집에 돌아오는 데 다리가 아파서 다
리의 감각이 없어졌다. 그래도 내 다리는 참 튼튼
한 것 같다.

제주도
3학년 1반 홍준우

2013년 8월 20일 화요일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 아빠댁이랑 제주도에
갔다. 공항에 내려 처음 간 식당에서 고등어 조림
이랑 갈치 조림을 먹었다. 제주도에서 먹는 생선들
은 정말 싱싱했다.
다 먹고 바다에 가서 튜브를 빌려 놀기 시작했
다. 내 동생과 사촌 동생은 모래놀이를 하기 시작
했다. 나는 튜브없이 파도를 타기도 하고 튜브를
타고 아빠가 밀어주시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아빠
와 삼촌이랑 모래 사장에서 공놀이를 했다.
저녁으로는 회를 먹으러 갔다. 그 곳에서 먹는
회가 너무 맛있어서 손으로 집어서 막 먹었다.
오늘은 너무 재미있는 날이었다. 내일은 둘레길
과 폭포에 간다고 하니 기대된다.

여름휴가
3학년 1반 안수현

2013년 8월28일 재미있는 수요일
우리는 플로리다에 여름휴가를 갔다. 우리 가족
은 아침에 일어나서 Kennedy Space Center에 갔
다. KSC는 올랜도에 있는 진짜 로켓이 발사되는
곳이다. 우리는 로켓에 대하여 많이 배웠다. 어떤
우주선은 아주 작다. 우리는 모형우주선을 타서 사
진을 찍었다. Atlantice호라는 우주선은 우주를 32
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 이것이 가장 신기했던 점
이다.

빨래
3학년 1반 조민진

나는 오늘 엄마께서 빨래하시는 것을 도와 드렸
다. 빨래를 세탁기 안에 넣고 세제를 넣었다. 그런
데 엄마는 세제를 많이 넣으면 환경이 오염된다고
세제 조금에 베이킹 소다를 넣으셨다. 그리고 세탁
기 뚜껑을 닫고 버튼을 돌렸더니 40분 후에 빨래가
끝났다.
다 끝난 젖은 빨래들을 건조기에 옮겨 넣었다.
엄마가 그냥 넣으면 빨래가 말라도 구겨진다고 하
셔서 젖은 빨래들을 털면서 건조기 안에 넣었다.
또 뚜껑을 닫고 40분 후에 열었더니 빨래들이 다
말랐다.
이제 난 예쁘게 접어야 하는데 엄마가 숙제하라
고 하셔서 접지는 못했다. 그래서 엄마가 접으셨
다. 난 엄마보다 빨래를 잘 접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접어서 끝까지 빨래를 잘 마
무리하고 싶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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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대 다듬기

Apple Picking

3학년 1반 홍준우

3학년 1반 서우진

2013년 6월 12일 수요일
한글학교 숙제 중 부모님 도와드리고 생활문을
쓰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저녁 반찬으로 콩대 볶
음을 준비하시는 엄마를 도와드렸다. 콩대 양끝을
가위로 자르고 가운데도 비스듬히 잘라 다듬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지만 자꾸 하다 보니 힘이 들었
다. 이런 일을 매일 하시는 엄마가 대단하게 느껴
졌다. 이번엔 숙제때문에 도와드렸지만 다음엔 숙
제가 아니더라도 도와드리고 싶다.

2013년 10월12일
지난 토요일에 Apple Picking을 했어요. 엄마랑
같이 사과도 많이 따고, 많이 먹었어요. 우리는
Golden delicious 사과를 좋아해요. 그래서
Golden delicious 사과를 많이 땄어요.
Apple Cider를 샀는데, 그냥 사과주스 맛이었어
요. 엄마는 Apple cider donut을 좋아해요. 엄마는
Apple cider donut을 많이 먹었어요. 나는 그
donut은 별로 맛이 없어서 안 먹었어요.
나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나는 Golden

엄마 일을 한가지씩 도와드리고 쓰기
3학년 1반 안수현

delicious 사과가 아주 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
아해요.
Apple picking은 너무 재밌어요!

2013년 6월 18일 화요일
나는 엄마가 설거지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엄마
는 설거지하고 나는 그릇을 닦아주고, 또 식탁을
닦았다. 나는 저녁식사 준비하는 것도 도와 드렸
다. 엄마는 음식을 덜고 나는 식탁에 놓았다. 엄마
가 청소할 때에도 책을 꽂고 엄마는 바닥을 닦았
다. 그렇게 나는 엄마를 도와 드렸다.

친구들과 Trick or Treating

사진 찍는날

3학년 1반 강민선

3학년 1반 강민선

올 해에 다른 친구들과 Trick-or-Treat 을 했다.
Fort Lee에 내가 사는 근처에서도 하지 않았다. 나
는 내 친구들 3명과 6학년에 있는 친구들 5명과
Trick-or-Treat 하였다. 우린 누가 캔디를 제일 많이
받는지 컨테스트를 했다. 4학년 VS 6학년으로 나
눠서 했다. 6학년이 한 80개 더 많아서 이겼다.
Trick-or-Treat 다 하고 파티를 했다. 너무 재밌었
다.

2013년 10월 24일 목요일
오늘은 학교에서 사진 찍는 날이었다. 우리는
다 예쁜 옷을 입었다. 여자아이들은 다 드레스를
입었는데 나는 안 좋아해서 안입었다. 우리반 아이
들 사진을 찍고 돈을 낸 사람은 혼자도 찍었다.
제일 좋은 것은 공부를 안하고 친구들과 말 할
수 있었다. 우리반으로 다시 갔을 때 10분후 또 쉬
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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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게 잘라주세요
3학년 1반 배해인

2013년 5월 1일
오늘 학교 숙제를 다 끝내고 심심하였을 때 오
빠가 머리카락을 자르길래 나도 머리카락을 잘랐
다. 그리고 내 머리카락을 잘라주신 분은 바로 엄
마다.
엄마가 미용사는 아니지만, 엄마가 미용하는 법
을 배워서 나를 예쁘게 잘라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타이머로 재어보았는데 30분이 걸렸다. 무엇을 잘
랐냐면 내 머리 3cm 자르는데 걸린 것이었다. 그
리고 엄마는 다른 때보다 집중력을 높여서 몸이 불
타도록 예쁘게 잘라주셨다. 그리고 나는 자른 것을
보았더니 단발이 되어 있어 너무 좋았다.
엄마에게“다음에도 예쁘게 잘라주세요!“라고
하고 예쁘게 해달라고 해야겠다. 어쨌든 너무 예쁘
게 잘라주셔서 정말 좋았다

할로윈 전날 밤에 생긴 일
(You’ve been ghosted)
3학년 1반 정종헌

내일은 할로윈이다. 오늘 밤 10월 30일 오후 8시
쯤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집 문을 두
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고 밖을 여러 번 살펴
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자세히 보니 문앞에 봉지 2
개가 있었다. 하나는 사탕이 들어있었고 다른 하나
에는 You’ve been ghosted라는 씌여진 편지가 들
어있었다. 그 다음 밖을 확인해보니 어떤 아이가
뛰어가는것이 보였다. 그것이 바로 You’ve been
ghosted라는 할로윈에 하는 속임수 놀이였다. 처
음으로 경험한 것이라 정말 재미있었다. 나도 나중
에 다른 친구들한테 해 보고 싶다.

물고기를 사온 날
3학년 1반 정의석

나는 오늘 물고기를 사왔다. 나는 엄마를 따라
페트코에 갔다 이리저리 둘러보다 2달러짜리 멋있
게 생긴 물고기를 사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나는 차가 너무 흔들려서
물고기에게 충격이 갈까 봐 걱정하였다. 집에 오자
마자 나는 밥부터 주었다. 그런데 물고기도 멀미를
하나보다. 밥을 안먹었다. 그래서 몇 시간 뒤에 다
시 와서 봤는데 아주 깨끗이 잘 먹었다. 그러고 보
니 물고기 집이 너무 작아 보였다. 자유롭게 움직
이질 못하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물고기 집을 갈
아주기로 했다.
물고기 집을 갈아준 뒤 나는 물고기 이름을 정
하기로 했다. 이름은 루이로 정했다. 왜냐하면 옛
날 프랑스에 루이라는 왕이 살았는데 그는 파란색
옷을 많이 입고 다녔다. 근데 우리 물고기도 파란
색이라서 내가 내 물고기를 루이라고 부르는 이유
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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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3학년 1반 조민진
3학년 1반 박지우

이번 여름에 할머니네 집에 있어서 너무 좋았어
요. 할머니께서 나한테 맛있는 요리도 많이 해주시
고,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
요. 자꾸 기억이 나요. 할머니랑 오로라 공주 보던
것도 너무 좋았어요. 지금 할머니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쓰니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
요. 엄마랑 안고 울었어요. 할머니랑, 이모들이랑,
도연이랑 운동장에서 줄넘기 하던 것도 생각이 나
요. 할머니랑 옥상에서 빨래 널면서 고추 따던 것
도 재미있었어요. 내년 여름에도 또 할머니 집에
있을래요.
할아버지 팔은 어떠세요? 할아버지랑, 도연이
랑, 윤우랑 색종이 뿌리며 놀던 것도 너무 좋았어
요. 엄마는 우리집에서 그런 거 못하게 하는데. 할
아버지 최고!
요즘 저는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쇼팽의 강아지 왈츠를 오디션 곡으로 준비하고 있
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자꾸 연습하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할머니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요.
꼭 미국으로 놀러오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건강하
세요.
지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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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가을 Caskill에 우리 가족이 캠핑 갔을 때
너무 재미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캠핑 준비를 힘
들게 준비하셔서 무지 고맙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힘들게 큰 텐트를 치시느라 고생하셨지요. 저는 큰
텐트 안에서 즐겁게 놀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우
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 주시려고 많이 준비해 가
셔서 우리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밤
에도 무섭지 않게 우리를 지켜 주셨어요. 좋은 추
억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싶은 할머니께
3학년 1반 배해인

할머니 저 해인이예요.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떠나와서 많이 힘드셨죠? 우리들은 여기에서 잘 지
내고 있어요. 우리가 없어도 준석이랑 유림이가 있
으니까 힘내고 계세요. 내년에는 한국에 놀러갈 거
예요. 그동안 연락도 자주 할께요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요 한국 책도 많이 보내
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빠랑 저
도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께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또 연락할께요.
해인 올림

3학년 2반
담임 : 강상희 선생님

기초3반 정세라

기초3반 심샘빛

가을

가을에는...
3학년 2반 안지상

3학년 2반 이도원

가을, 하면 많은 것이
생각나지요.

가을에는 날씨가 추워지네
가을에는 알록달록 물든 나뭇잎이 떨어지네

한국 가을에서
추석은 뺄 수 없지요.

가을에는 까마귀가 날아오면
허수아비가 쫓아내네

하지만 미국은
다른 것이 있죠.

가을에는 동물들이 겨울잠을 준비하네
곧 겨울이 다가오네

할로윈, 땡스기빙이

가을

미국에서 최고지요.

3학년 2반 이윤서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가을
3학년 2반 김예원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걸 보니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빗자루로 나뭇잎을 쓸어보니
알록달록 예쁜 산이 되었네요.
어서어서 단풍 구경하러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빨강, 주황, 노랑
아름다운 색깔나무가
춤을 추네.
무척 더웠던 여름,
이젠 물결처럼
사라지네.

가을풍경
3학년 2반 이지운

가을 풍경을
구경해 보아요.
울긋불긋 단풍잎
노란 은행잎
파랗고 높은 하늘

100

우리한국학교

산이 물감으로
물들었어요.

우리고장
3학년 2반 안지상

울긋불긋 예쁜 가을을
구경해 보아요.

가을경치
3학년 2반 유재인

하늘이 붉어지고 공기가 차가워진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색깔이 조금씩 바뀐다.
가을이 저만큼 다가왔어요.
가을하늘은 구름이 없고 비가 오는 계절이에요.
가을이 저만큼 다가왔어요.
학교 첫 날에 가기 싫다고“에이”하지요. 하지
만, 방학이면 학교에 간절히 가고 싶지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가을이 언제나
놀러 온 답니다.

가을
3학년 2반 박상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나뭇잎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이 싫은가 봐요.
낙엽들이 사각사각 불러요, 어서 오라고
바람이 살짝 불어와 땅으로 떨어진 나뭇잎
친구들과 모여서 알록달록 예쁜 낙엽 길을 만들
었어요.

저의 고장은 올드태판입니다. 저의 고장에는 한
국 사람들이 넘치고요, 경찰서는 우리학교 앞에 있
습니다. 한국 음식점, 한국 이발소, 한국가게 등
‘한국’이 많습니다.
심지어 도서관에 한국 책 방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들은 T.B.D초등학교, CDW중학교가 제 집 근
처에 있습니다. 제 고장은 한국 사람이 많고, 미국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많아서 적응이 잘 됩니다. 우
리 고장도 다른 고장처럼 평범하고 특별한 것은 없
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고장이니까 좋습니다.

20년 후의 나의 모습
3학년 2반 이주은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어렸을 적 꿈은 늘
선생님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었다. 그냥 선생님이
아닌 자상한 선생님이다. 아이들이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어려워하면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주고 쉬는
시간에는 풀어진 머리를 다시 묶어주는 선생님이
다.
어느 날 수진이란 아이가 와서“선생님! 엄마가
묶어주신 머리가 풀어졌어요! 다시 묶어주세요!”
하여 나는“글쎄! 엄마가 해주신 것처럼은 힘들겠
는데..”라고 말하며 머리를 묶어주었다. 다른 아이
도 내게 다가와서 물었다“저도요!”하며 내 뒤에
섰다.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나의
일이지만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
가는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도 가르치
고 보여주는 그런 선생님으로 살고 싶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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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장 소개하기
3학년 2반 임혜준

우리 고장은 모리스 카운티 안에 있습니다. 우
리 마을의 이름은 Mount Olive입니다. 뉴져지 주
에서 가장 큰 호수가 있는데 Budd Lake라고 부릅
니다. Budd Lake에선 낚시도 할 수 있고 새들도 많
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아주 조용하고 자전거도 타고 걷거
나 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도서관도 있고 초
등학교가 4 개 있고 중학교가 1 개 있고 그리고 고
등학교가 1 개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새
건물이라서 아주 깨끗합니다.
곰, 다람쥐, 사슴 그리고 뱀들이 있습니다. 수영
장과, 놀이터 하고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우리마을은 산 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름에
는 나무가 많아서 시원하고 가을에는 단풍들이 아
름답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학교
못 가는 날들도 가끔 있습니다.
마을에는 사과 농장이 있는데 농장 안에는 토
끼, 말, 양, 닭, 공작새와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한테 먹이를 줄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딸기 밭에 가서 싱싱한 빨간 딸기를 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니까 한번 놀
러 오세요!

우리 고장 소개 시카고
3학년 2반 양원정

제가 소개 할 고장은 시카고 입니다. 시카고를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
문입니다.
시카고는 일리노이주의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
입니다. 시카고에는 오대호 중의 하나이며 마치 바
다와 같이 넓고 깊은 미시간 호수가 있습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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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때문인지 눈이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매
우 추운 겨울 날씨를 지녔습니다. 곡물교류와 교통
의 중심지이기도 하며 경치, 건축물, 스포츠, 피자
등 유명한 것이 매우 많습니다.
첫째로 다운타운의 경치가 좋습니다. 100여 년
전 시카고에서는 큰 화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서 모든 건물들을 계획하에 다시 건축하게 되었고
현재의 아름다운 다운타운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
습니다.
둘째는 유명한 스포츠 팀이 많습니다. 풋볼, 야
구, 농구, 하키 등 시카고 지역의 스포츠 팀들은 모
두 실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저는 하키팀인 시카고
블랙학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셋째, 시카고에는 두꺼운 피자가 유명합니다.
피자가 너무 두꺼워서 식당에서 주문을 한 후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게 흠이긴 하지만 그 맛은 정
말 좋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유명한 것이 많은 시카고가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고장 소개하기
3학년 2반 이도원

제가 살고 있는 고장을 소개합니다. 저는 뉴욕
주에 있는 뉴욕시티에 삽니다. 뉴욕시티는 높은 건
물이 많고 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도 거리에 넘쳐
납니다. 뉴욕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이 많습
니다. 대표적으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
는데 이 건물은 특히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또한
유명한 건축물로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데 이것
은 1886년에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으
로 선물을 준 것입니다. 우리 시 옆에는 허드슨 강
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
다. 나무가 많은 센트럴 파크는 뉴욕시의 한가운데
에 있습니다. 타임 스퀘어에는 관광객이 아주 많습
니다. 우리 시는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
시입니다. 저는 뉴요커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3학년 2반 최윤서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 들을 몇 가지 소개
하겠습니다. 일단 3 가지를 말하자면 옷, 음식, 집
입니다. 이것을 의 식 주라고 하지요. 옷은 우리 생
활에서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벌거벗고 다니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리
고 옷은 우리 몸의 체온을 맞추어 줍니다.다음은
음식입니다.
음식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 줍니다. 그리
고 우리 몸을 쑥쑥 자라게 도와 줍니다. 또, 음식은
우리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음식
을 남기지 않고 골고루 잘 먹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집입니다. 우리는 집이 꼭 필요합니
다. 왜냐하면 집은 잘 수 있게 해주고, 위험을 피하
게 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다 돈이 필요합니다.

추수 감사절
3학년 2반 이지윤

땡스기빙데이는 아주 즐겁다. 아침 일찍부터 엄
마가 터키를 구우시고, 요리도 많이 준비하신다.
나는 터키뿐만 아니라 야채, 파이도 맛있다. 우리
집 강아지도 이 날에는 고기를 먹고 즐거워한다.
TV를 통해서 Macy’s 퍼레이드도 보고 크리스마
스 트리도 온 가족이 장식한다. 땡스기빙데이는 온
가족이 함께 모이니 감사하고 즐거운 날이다.

약속의 중요성
3학년 2반 안지상

오늘 나는 한 달 만에 내 가장 친한 친구 로겐,
현제, 승혁이와 같이 내 집에서 놀았다. 우리가 집
에 도착 했을 때 승혁이와 나는 wii를 가장 먼저 하
고 싶었지만, 로겐이 어제 숙제를 않하고 놀기만

해서 wii를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로겐은 전화로
허락을 받고 30분만 wii를 했다. 하지만 30분은 시
간가는 줄 모르고 빠르게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는
1층에 내려가서 박스볼을 했다. 박스볼은 그냥 평
범한 공놀이다. 박스볼을 아마 2시간은 했을 것이
다. 그리고 나서 엄마들이 차례차례 데리러 오기
시작했다.
오늘 오락은 많이 안 했지만, 박스볼을 하면서
오락 없이도 잘 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엄
마들도 기뻐하셨다. 로겐이 약속 지키는 것을 보니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단풍놀이
3학년 2반 박재서

우리 가족은 주말에 New Hampshire에 단풍놀
이를 하러 갔다.
처음에는 Polar Caves Park에 갔다. 동굴 안에
들어가는 거였다. 내 생각에 Devil’s Turnpike가
가장 어려웠다.
다음 날에는 Worst Weather Area in the World
라는 Mt. Washington에 갔다. 바람이 아주 많이 불
었다. 중간에 아예 바깥에 나갔다. 사진을 아주 많
이 찍었다.
그 다음에 Ben & Jerry’s 라는 아이스크림 공장
으로 갔다. 만화도 봤고 아이스크림도 먹었다. 아
이스크림이 아주 맛있었다.

놀이터
3학년 2반 이주은

오늘 학교 수업을 끝마친 후에 학교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치기장난을 하며 놀았다. 아침에 학교
에 갈 때는 너무 추운데 다행히 낮에는 따뜻해져서
놀기엔 참 좋은 날씨였다. 놀이터에서 치기장난을
하니깐 미끄럼틀이나 그네 등 술래를 피해서 뛰어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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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기 재미있었다.
처음에는 많은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점점 시간
이 지나면서 한 두 명씩 친구들이 집으로 갔다. 오
랜만에 친구들과 뛰어 놀아서 재미있었다.
날씨가 천천히 추워졌으면 좋겠다.

호박 관찰하기
3학년 2반 임 혜준

엄마가 한남에서 호박 모종을 사서 우리 밭에
심었다. 그 다음 나와 아빠는 밤에 물을 주었다.
일주일이 지나갔고 이 주일이 지나갔는데도 아
무 일도 일어 나지 않았다. 아주 재미가 없었다. 그
러던 어느 날 6주 후의 마지막 날에 호박꽃이 피었
다. 나는 아주 기뻤다.
이제 호박꽃이 피었으니 물과 영양분을 많이 주
었다. 처음에는 호박꽃 한 송이가 피었다. 그 다음
날 더 많은 호박꽃이 피었다. 그리고 어느 날 호박
이 열렸다.
아주 조그마하고 초록색 이였다. 호박을 더 크
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더 많이 주고 영양
분도 듬뿍 주었다. 그 다음 호박이 더 크게 자라서
따 먹었다. 아주 맛이 있었다. 원래는 호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심은 호박을 먹어보고
호박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년에도 호
박을 더 크고 맛있게 한번 길러볼 것이다.

속상한 날
3학년 2반 양원정

오늘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다. 며칠 전 학교
클럽 중 하나인 S.A.D.D 클럽 회원으로 뽑히게 되
어 매우 기뻤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떤 문제로
클럽 운영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오늘 전해 들었다.
문제가 잘 해결되어 클럽활동을 다시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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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길 기도해야겠다.

Hershey Park
3학년 2반 유재인

우리 가족은 일찍 일어나 짐을 싣고 Pennsylvania로 향했다. 차에서 아빠 엄마한테 언제 도착
하냐고 3시간 내내 물었다. Hershey Park에 도착
하자 마자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놀이부터 했다.
먼저 튜브를 타고 그 다음은 여러 가지 분수가
있는 곳에서 놀았다. 물이 나오고 무섭고 긴 미끄
럼틀을 타려고 오래 기다렸다. 아빠와 또 다른 미
끄럼을 타러 긴 줄을 섰는데 바로 우리 앞에서 멈
추었다. 오후 6시가 되면 모든 물놀이 기구들은 멈
춘다. 너무 안타까웠다. Pretzel을 사먹고 howler라
는 빙빙 돌아가는 놀이기구를 탔다. 피곤해서 호텔
로 가서 쉬기로 했다. 저녁 식사 후 씻고 내일을 기
대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아빠와 함께 하는 배드민턴
3학년 2반 이윤서

시무룩했다. 아침부터 운동을 했는데 무척 못해
서 실망이 컸기 때문이다. 아빠께서는 나보고 처음
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셨지만 좀 기분이 나
빴다. 공이 안 나가고 잘 못 맞추니까 무척 많이 속
상했다. 하지만 기운을 내서 치다 보니 신기하게도
점점 실력이 좋아졌다. 옆으로, 뒤로 방향을 못 잡
고 헤매던 공이 제법 아빠 쪽을 향해 날아가기 시
작했다. 얼마 후에는 아빠하고 두 세 번 주고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제대로 시합을 하
려면 역시 더 열심히 연습해야 할 것 같다. 역시나
운동을 하는 건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상쾌해진다.
아, 처음보다 훨씬 행복하다.

쉬워진 바이올린
3학년 2반 이지운

바이올린 수업을 학교에서 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바이올린을 전혀 몰랐는데 5월부터 개
인레슨을 하니까 학교 친구들 보다 더 잘하게 되고
바이올린 연주도 많이 익숙해졌다. 내가 바이올린
을 켤 때 마다 선생님이 잘한다고 칭찬을 해 주셨
다. 칭찬 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칭찬을 더 많이 받고, 빨
리 오케스트라로 가야겠다.

멋있는 등대 구경
3학년 2반 최윤서

나는 일요일에 바닷가의 등대를 보려고 2 시간
을 넘게 차를 타고 갔다. 등대의 윗부분이 등불을
비추는 곳이다.
등대는 박물관 같다. 왜냐하면 그 곳에서 등대
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또, 그 곳
이 바닷가라서 그런지, 너무 추웠다. 그런데도 나
는 그 위 계단으로 올라가서 등불을 보았다. 그 곳
에서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코리안 타운 짜장면 집으로 갔
다. 탕수육, 짬뽕, 짜장면을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오빠 생일
3학년 2반 김예원

오늘은 오빠의 생일.
나도 설레는데 오빠는 얼마나 설렐까? 집에 돌
아오자마자 나는 오빠를 어떻게 축하해 주면 좋을
까를 생각했다.
저녁7시쯤,아빠께서 몰래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들어오셨다.엄마께서 과일을 깎으시고 케이크를
준비하시는 동안,나는 궁금해 하는 오빠를 오지 못
하게 막았다.
어찌나 힘이 센지 같이 웃으면서 넘어지고 말았
다. 엄마가 아빠한테 싸인을 주자 아빠께서 오빠
의 눈을 가리고 식탁 쪽으로 천천히 데리고 오셨
다. 아빠께서 손을 때시자 우린 불을 끄고 생일축
하 노래를 불렀다. 오빠는 소원을 마음속으로 빌
고 촛불을 불었다. 오빠는 초콜릿 케이크를 보니
한국이 더 생각 난다고 했다. 내가 직접 만든 카드
를 주니 너무 좋아했다. 오빠의 환한 미소가 아직
도 생생하다.
이제 엄마의 생일이 다가온다.뭘 드릴까
나는 엄마의 생일이 더 기대가 된다.

Why 응급처치 책을 읽고
3학년 2반 백건호

뉴욕 맨하탄
3학년 2반 이지윤

오늘은 엄마, 언니와 함께 뉴욕 맨하탄에 갔다.
멋있는 화랑들이 있는 첼시에 갔다. 처음 간 곳은
일본작가인 코사마 전시장이었는데 거기에서 아
주 웃긴 작품을 보았다. 쓰레기를 조각상에 붙여놓
아서 처음엔 웃겼는데 한참보니 재미있었다.
첼시마켓에서 바닷 가재도 먹고 멋있는 가게에
도 들렀다. 다음에 또 가고 싶다.

나는 Why응급처치 책을 읽었다. 많은 것을 배
울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멀미를 하는 이유와 예
방 방법을 알게 되어 기뻤다. 또한 배가 아플 때 어
떻게 하는 지에 대해서도 배웠다.
Why라는 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 주
는 좋은 책인 것 같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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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udy의 문제점
3학년 2반 이 주은

Prudy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수집하기 좋아한
다. 아주 많은 물건들이 있다. 그녀의 친구도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Prudy만큼은 아니다. 너무 많은
물건들이 계속 늘어나서 Prudy 아빠는 요즘에 걱
정을 하신다. 아빠가“Prudy는 물건들이 너무 많
아서 문제구나!”요즘은 Prudy 친구들까지도 그렇
게 생각한다.
나도 여러 가지 예쁜 것들을 수집하는 것을 좋
아한다. 물론 Prudy처럼 너무 많지는 않지만 말이
다. 그래서 Prudy는 이 많은 물건들을 간직만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집품을 전시하여 보여 주
고 싶어졌다. 그래서 도서관의 한 공간을“Prudy
의 박물관”이라고 하여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책도 보고 전시회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았다. Prudy가 처음에는 많은 물건들
을 친구들에게 잘난척하고 자랑도 했지만 나중에
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
법을 생각한 것이 참 대단한 것 같다.

프레드릭을 읽고
3학년 2반 임 혜준

나는 프레드릭을 읽었다. 아주 재미 있었다. 들
쥐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들쥐의 이름은 프레드릭
이다. 겨울이 다가오니까 프레드릭은 색깔, 이야기
그리고 햇살을 모은다. 하지만 다른 4마리 생쥐들
은 프레드릭이 논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겨울이 왔
다. 다섯 생쥐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재미있는 이야
기들을 나눈다. 그러자 음식이 다 떨어졌다. 그래
서 프레드릭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햇살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잘 이야기
를 만들어서 햇살이 나와서 들쥐들의 몸이 따뜻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다음 색깔 이야기를 하는데 4마리 들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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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색깔들을 또렷이 볼 수 있었
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들쥐들은 프
레드릭에게 박수를 치며 감탄을 하였다. 나도 프레
드릭처럼 이야기를 잘 생각하고 싶다.

The War with Grandpa를 읽고⋯
3학년 2반 양원정

며칠 전 우연히 The War with Grandpa라는 책
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목 때문에 내용이 궁금해
지기 시작하여 읽게 되었다. 손자랑 할아버지는 전
쟁을 맞이하게 된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는 피터의 집에
오시게 된다. 피터는 할아버지를 좋아하지만 할아
버지가 피터의 멋진 방을 차지하시게 되었고, 피터
는 윗층의 허름한 방으로 가게 되면서 전쟁이 선포
된다.
피터는 할아버지의 물건을 훔쳐서 숨기고 밤중
에 할아버지의 알람시계를 울리는 등 할아버지를
괴롭힌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이 전쟁을 장난으로
여기고 상대하지 않다가 피터를 놀리는 것에 재미
를 느끼시고 피터가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숨기고
여러 가지 장난을 친다. 서로 전쟁을 하는 중에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였다. 친구들이 개구리로
할아버지를 놀래키라고 하지만 할아버지가 심장
마비로 돌아가실까 봐 피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로 싸우고 괴롭히면서도 많은 대화를 통해 서
로 사랑하며 이해하게 된다. 결국은 할아버지와 피
터는 전쟁을 통해 서로 더 사랑하고 친해지게 된
다.
이 책을 읽고 동생이랑 나도 서로 자주 싸우지
만 그럴수록 서로 더 사랑하게 되고 친해지게 되는
점이 비슷하다는 걸 느꼈다.

황금 똥을 누는 아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3학년 2반 유재인

이 책은 최근에 읽은 한글 책 중에 가장 재미있
었던 책이다. 유진이라는 아이가 악성변비에 걸렸
다가 황금 똥을 누게 되는 내용이다. 등장인물들은
이유진, 유진이 아빠, 할머니, 누렁이, 괴짜의사 편
준, 요가분, 똥 도사 그리고 부리부리박사이다. 책
에서 모두들 자기 똥이 황금 똥이라고 했다. 진짜
황금 똥은 소프트 아이스크림 모양의 진짜 황금 색
깔이어야 했다. 아주 많이 웃겼다. 그리고, 똥 도사
아저씨가 개, 토끼, 고양이가 자기 똥을 먹고 어떤
사람은 집을 똥으로 만든다고 해서 더럽게 느껴졌
다. 하지만, 유진이가 악성변비에 걸렸을 때는 정
말 괴로웠을 것 같다. 패스트 푸드를 너무 많이 먹
은 유진이가 불쌍했지만 나중에는 황금 똥을 누는
유진이가 부러웠다. 악성변비 때문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건강은 아주 중요하니까 음식을 골고
루 먹어야 된다는 교훈이 담겨있는 책이다.

“에너지가 일을 해”를 읽고
3학년 2반 이도원

이 과학 책은 에너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많
이 알려준다. 나무, 석탄, 기름처럼 태우면 에너지
가 생기는 물질을 연료라고 한다. 나무는 태양 에
너지를 받고 자라고 석탄과 석유는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자란 동식물이 오래 전에 땅속에 묻혀서 만들
어졌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몰랐는데 음식도 연
료라고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에너
지를 얻기 때문이다.
음식도 역시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자란 동식물로
만든 것이다. 결국 제일 중요한 에너지는 태양열이
고 지구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온다고 할
수 있다. 나는 평소에 더위를 많이 타서 뜨거운 햇
빛 때문에 불평을 많이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태양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하고 고마운

우리는 사바나 탐험대
3학년 2반 이윤서

심심하던 어느 오후에 뭐 재밌는 읽을거리가 없
나 책장을 들여다보다,‘우리는 사바나 탐험대’라
는 제목에 눈이 멈추었다.‘사바나’가 뭐지‘사파
리’인가 갑자기 궁금한 마음이 들어 책을 펴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은 사바나의 여러 동물들을 직접 보고 동
물들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는지 알아보
는 이야기이다. 치타 같은 육식 동물, 가젤 같은 초
식 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동물들의 뼈의
구조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무엇보다 동물은 어떻
게 생존하는지, 그 생존 무기는 무엇인지 알려준
다. 또한 동물들은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려주며 우리가 좋아할 만한 동물들에 대한 내용
을 알기 싶고 재미있게 설명해 놓았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동물들은 말도 못하고 글도
쓰지 못하지만 사람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른 동물들이 새끼 동물
들을 모아놓고 학교에서처럼 가르치지도 않는데
새끼들은 무얼 먹어야 하고 어떻게 도망을 쳐야 하
는지 태어나면서부터 잘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
했다. 난 아빠 엄마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 같은데 말이다.
나도 언젠가 사바나 탐험대원처럼 신기한 동물
의 세계를 탐험하고 아직 발견되지 않는 더 많은
동물들의 능력을 찾아내고 싶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3학년 2반 이지운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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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는 소년이 행복해지게 자기 것을 모두 주는
데 소년의 욕심이 끊임이 없어 나무의 것을 하나씩
가져가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무가 꼭 부모님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소년이 나무를 사랑하지만 나무가 소년을
더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나무는 자기 몸은 생각하지
않고 소년한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씩 주는 게
감동적이었다.

‘행복한 왕자’를 읽고

배가 움직이질 않는 사건,불안해 하는 선원들이 위
협하는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오로
지 인도 땅을 밟기 전엔 절대 배를 돌리지 않겠다
는 굳은 마음으로 항해를 성공했습니다. 무작정 배
를 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밤에 별자리와 나침반을 보며 새로운 뱃길 지도
를 만드는 열의 또한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
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새로운 땅은 인도가 아니고
아메리카 대륙이었지만 누가 처음 생각을 하고, 해
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도
앞으로 책도 많이 읽고,저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3학년 2반 최윤서

나는“행복한 왕자”라는 책을 읽고 감동받았다.
왜냐하면 행복한 왕자와 제비가 그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행복한 왕자가 제비의 도움
을 받아 루비, 사파이어, 순금조각들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제비는 처음에 이
집트로 떠나려고 했지만 행복한 왕자를 도왔다.
나는 이 책을 읽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
주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다. 내가 가난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콜럼버스
3학년 2반 김예원

옛날 유럽사람들은 바다 건너편에 대륙이 없고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하였는데,콜럼버스는 다
른 대륙이 있다고 여겨1492년8월,배 세 척에90여
명의 선원을 태우고 바다 건너 서쪽에‘인도’라는
나라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두 달간의 항해는 무척
이나 두렵고 떨리는 여행길이었습니다. 먼 바다를
겁낸 선원이 키를 부러뜨린 사건, 폭풍우 때문에
돛이 찢어지는 사건, 바다에 미역 같은 풀이 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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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팔이 소녀
3학년 2반 이지윤

성냥팔이 소녀가 있었다. 그런데 성냥팔이 소녀
는 가족도 죽고 돈도 없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소녀는 성냥을 팔았다. 소녀는
너무나 추워 성냥 하나를 켰다. 성냥을 하나씩 켤
때마다 맛있는 음식도 나오고 크리스마스 나무도
나타났다. 따뜻했다. 어느새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
타나서 소녀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다. 사람들은
죽은 소녀를 보고 많이 놀랐다. 소녀는 하늘 나라
로 가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았다.
소녀가 너무 불쌍했다. 나중에 죽어서 가족을
만나는 것을 보니 해피엔딩인지 세드엔딩인지 헷
갈렸지만 성냥팔
이 소녀처럼 불
쌍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4학년 1반
담임 : 홍정희 선생님

기초2반 안 준 서

기초2반 안 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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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벌레 피요
4학년 1반 변유민

피요는 책을 먹고 사는 책벌레다. 그런데 어느
날 폴리카르포 할아버지가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을 들어서 폴리카르포 할아버지한테 책 읽는 방법
을 배웠다. 그러다가 이제 피요는 책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 책을 먹기 싫어졌다.
어느날 책벌레에 대해 설명한 책이 있으니, 그
책을 찾아오라는 폴리카르포 할아버지의 부탁을
받는다. 그래서 위험하고 넓은 세상으로 여행을 떠
나게 된다.
피요가 글 읽는 법을 폴리카르포 할아버지한테
배우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장면에는
글이 더 자세히 나오고 좀 웃기다. 피요는 어려워
도 포기하지 않고 자꾸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피요가 책을 먹는 대신에 읽는게 대단했
다. 책벌레는 책을 먹지 읽지는 않는다. 그래서 피
요는 특별하다. 피요는 어떻게 책 읽는 방법을 알
았을까? 그리고 폴리카르포 할아버지는 누구한테
배웠을까? 자꾸 이런 생각이 난다. 나도 피요처럼
특별하고 싶다.

뮤지컬‘Spiderman’을 보고
4학년 1반 김서빈

오늘 NYC 에서 스파이더맨 브로드웨이 뮤지컬
을 보러 갔다. 스파이더맨에서 피터 파크가
Science Fair 에서 이겨서, 닥터 오스본의 Science
Lab을 방문했다. 닥터 오스본은 거미를 많이 가지
고 있는데, 가장 특별한 거미인 Aracahon 가 도망
갔다. 그런데 Aracahon 가 피터를 물었다. 그래서
피터는 스파이더맨이 되었다.
미친 과학자 닥터 오스본은 사람들을 괴물로 변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는, 사람들을 에
일리언으로 만들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다. 오스본
박사는 자신과 다른 여섯 사람들을 에일리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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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이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고 NYC를
망치려고 했다. 하지만 스파이더맨이 이 에일리언
들을 멈추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스파이더맨이 관중
석 위를 날아갈 때였다.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인
뮤지컬이었다.

보물 망치
4학년 1반 전세찬

나는‘보물 망치’를 읽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
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이 놀 때 같이 편안
하게 놀면, 그때는 좋지만 나중에 그 일들을 할려
면 더 많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일을 먼저하
고 나중에 편안히 놀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는 이제부터 더 많이 노력해서 더 좋아지고 싶다.

‘Diary of a Wimpy Kid’를 읽고
4학년 1반 이가빈

이 책의 주인공은 George입니다. George는 형
이 한 명 있고, 동생도 한 명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George의 생활을 일기처럼 쓴
것입니다. George의 꿈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
은건데, 학교에서는 George 친구가 계속 유명하게
됩니다. George는 그것 때문에 많이 화가 났습니
다. 그래서 그 친구와 안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George는 너무 심심해서
sleepover를 했습니다. 그 후, 다시 친구가 되어 같
이 놀기 시작합니다.
내가 George였다면 그냥 친구랑 같이 있었을건
데⋯ . 왜냐하면 친구였다가 친구 안되고, 또다시
친구하면⋯이상하잖아요.

노예 소녀 바마

윈스턴 처칠

4학년 1반 이동규

4학년 1반 김정은

노예 소녀 바마라는 노예가 있었다. 그런데 마
을 사람들 모두 바마를 놀렸다. 마을에 제일 잘 사
는 부자가 있었는데, 악어들이 사는 흙탕물에서 바
마를 구해 줘서 그 댓가로 평생 바마가 일을 해야
만 했다. 마을 사람들은 바마를 마구 때렸는데, 아
이 사타민이라는 사람이 바마를 구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자 악기를 만들면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다. 바마가 악기를 연주하자 사람들이
모이고, 선물을 주기 시작하면서 부자가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노예 소녀 바마였다.

윈스턴은 아주 개구장이인데다 공부도 못했다.
어느날 윈스턴이 전쟁 이야기를 들은 후 군인에 관
심을 갖게 되었다. 윈스턴의 아버지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 봐야 하는 시험을 치게 해 주셨지만 윈스턴
은 두 번이나 시험에서 떨어져 무지 화가 났다. 그
의 아버지는 한번 더 기회를 주신 덕에 윈스턴은
합격하여 큰 상을 받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죽고 말
았다. 윈스턴은 훌륭한 군인이 되어 유럽의 평화를
되찾았다. 그러나 윈스턴은 1965년 1월 24일에 세
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바마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이다. 바마는
참 불쌍하다. 왜냐하면 평생 일을 해야 했고, 마을
사람들은 바마를 좋아하지 않았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윈스턴의 동료들
이 총에 맞아 죽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생
각한 것보다 전쟁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
었기 때문이다.
세상의 평화를 되찾게한 윈스턴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나의 꿈은 발명가이지만 세상의 평화를
되찾게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다.

‘광개토대왕’을 읽고
4학년 1반 배연욱

광개토대왕은 고구려 소수림왕의 동생인 고이
련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때 이름은 담덕이었
다. 소수림왕이 세상을 떠나고, 소수림왕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인 고이련이 왕위에 올랐고, 담
덕은 태자가 되었다. 고국영양왕(고이련)이 세상
을 떠나고 담덕은 열여덟 살에 왕위에 올랐다. 392
년에 백제를 공격해 10 여여 개 성을 함락시켰다.
백제의 대군이 수곡성을 공격했지만 실패했다.
396년에 백제를 쳐서 항복시키고, 399년 백제와
왜가 연합해 신라를 쳤다. 하지만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서 이겼다. 그리고 413년 영락 대왕이 세상을
떠났다.
나는 광개토대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왜냐하
면 광개토대왕은 용감하고, 똑똑했기 때문이다. 그
리고 항상 이겨서 좋았다.
나도 광개토대왕처럼 되고 싶다.

잭과 콩나무
4학년 1반 전세찬

‘잭과 콩나무’를 읽고 잭은 착한데, 엄마는 나쁘
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잭은 엄마한테 혼나
도 도전을 해서 부자가 되었고, 엄마는 잭을 혼내
기만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
이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잭은 많은 금을 찾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잭의 엄마도 잭의 금을 보
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잭의 엄마도 잭한테 잘해
주었다.
나도 잭처럼 포기하지 않고 모든 일에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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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 많은 다섯 친구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다. 나는 이 책을 세
계 모든 어린이들에게 추천한다.

4학년 1반 이남훈

이 책은 재주 많은 다섯 친구들의 이야기다. 재
주가 있는 아이들이 같이 만나서 친구가 된다. 다
섯 친구는 큰손이 있는 단지손이, 콧김이 제일 쎈
콧김손이, 오줌 누는 오줌손이, 배를 들고다니느
배손이와 무쇠신을 신은 무쇠손이다.
어느 날, 다섯 친구는 길을 가다 힘들어서 외딴
집에서 하룻밤을 자기로 했다. 들어가보니 호랑이
들이 사는 집이었다. 내기를 해서 다섯 친구들이
지면 호랑이들이 잡아 먹어도 된다고 했다.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오줌손이를 만나
는 장면이다. 단지손이와 콧김손이가 젖었기 때문
이다. 젖다보니 갑자기 비가 온 줄 알고 올라가보
니 오줌손이의 오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다섯 친구가 아주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호랑이와 내기할 때 지면 죽는데 각오했다. 나도
다섯 친구처럼 용감했으면 좋겠다. 재주 많은 다섯
친구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새 (Bird)
4학년 1반 배연욱

오늘 나는 아빠의 노트북으로 피파 온라인 3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새의 둥지와 새
들이 있었다. 그때 엄마께서 말하기를 새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그 새는 새끼였다. 그런데 날지
를 못했다. 그래서 다시 둥지로 올려 주었다. 그리
고 또 한 마리가 있었다. 방금 봤던 새보단 컸지만,
새끼였다. 그러나 그 새는 스스로 떨어졌다. 그래
서 봤더니 움직이질 않아서 내려갔더니 살아 있었
다. 그래서 그 새도 구해 주었다. 귀여웠다. 나는
새를 키우고 싶다. 어차피 키우지만, 나는 만약에
나한테 새가 있다면 말을 알아 듣고 도망가지 않았
으면 좋겠다. 나중에 보니 새가 죽어 있었다. 슬펐
지만 재미있었다.

리지 입은 지퍼 입
4학년 1반 이지호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책제목이 아주 독
특했기 때문이다. 리지는 아빠가 없고, 엄마만 있
는 아주 불쌍한 아이이다. 그런데 하루는 리지의
엄마가 어떤 아저씨를 만났다. 우리의 불쌍한 주인
공 리지는 인제 새아빠가 생긴다. 그래서 리지는
입을 열지 않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리지는 자기
가 말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리지가 아주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에, 리
지는 새 아빠의 할머니, 즉 리지의 증조 할머니를
만났다. 리지는 자기보다 더 고집이 센 증조 할머
니를 만나면서 점점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리지가 증조 할머니와 얘기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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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치기
4학년 1반 엄희수

오늘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이랑 딱지치기를 했
다. 나는 딱지가 4개 밖에 없었다. 민선이랑 딱지
를 가지고 놀았는데, 내가 5개를 땄다. 나는 딱지
를 칠 때, 마음이 조마조마 했다. 꼭 내 친구가 딱
지를 넘길 것만 같았다. 나는 계속 딱지를 땄는데,
어느 순간 딱지를 많이 잃어 버렸다. 그래서 나는
딱지가 없어서 속상했지만, 매니가 2개를 주었다.
다행히도 나는 딱지 한 개를 땄다. 다음에는 더 많
이 딱지를 따야겠다.

아주 웃긴 내 동생

검도

4학년 1반 이지호

4학년 1반 김정은

나는 아주 웃긴 여동생이 있다. 내 동생의 이름
은 이지완이다. 지완이는 언제나 나를 귀찮게 한
다. 내 물건을 뺐어가거나, 나를 아프게 한다. 하지
만 지완이가 귀여울 때도 있다. 예를 들면, 한번 지
완이의 친구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지완이가 한손에
치즈가 뿌려진 팝콘을 들고 얼굴에 치즈 가루를 묻
히면서 자기는 지금 화장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다. 나는 너무 웃겨서 내 입에 가득 들어있던 물이
나오려고 했다. 또 한번은 입에 빵을 가득 물고 내
가 불고 있던 클라리넷을 자기도 불어 보고 싶다고

나는 오늘 색지로 검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를 민지한테 줬다. 민지는 자기가 관장님이 되
겠다고 했다. 민지는 맨날 자기가 리더를 한다고
한다.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서 민지
에게 기꺼이 양보해 주었다. 나하고 민지는 계획을
짰다. 어떻게 놀이를 할 지 말이다. 하얀띠부터 빨
간띠는 약한 종이다. 하지만 품띠부터는 방수되고
손잡이가 있고, 검에 이름까지 써준다. 최고급 검
은 잘 구겨지지 않는다. 나는 하얀띠부터 밤띠까지
가르치고, 민지는 빨간띠부터 검은띠다. 친구들이

했다. 지완이는 너무나 귀엽다. 동생이 한 명 더 있
으면 얼마나 좋을까?

놀러와서 같이 하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다. 하지
만 가르치는 건 되도록이면 안할 것이다. 이유는
친구들이 질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이 나의 최고의 날은 아니었지만 즐거운 하
루를 보냈다.

수영장
4학년 1반 이남훈

“빨리 수영장에 가자! ”
내 동생이 크게 외쳤다. 3시 15분이었다. 수영장
에 가고 싶었는데, 친구랑 같이 가야 되기 때문이
다. 이번 여름에는 한 달 보름 동안 한국에 가기 때
문이다. 한국에 가니까 멤버쉽을 등록하지 않아서
친구랑 같이 가야 되었다. 이번에는 동생 친구, 다
음에는 내 친구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었다.
3시 30분에 동생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 약 3시
45분쯤 우리도 나갔다. 한 사람에 10달러였다.
들어가자마자 수영장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옆
에 있는 잔디에서 아빠랑 축구를 했다. 10분 정도
하다가 물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물이 차가웠는데 괜찮아졌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온다고 해서 다들 나가야 했다. 잠깐
동안 밖에 못 있어서 돈을 다 다시 돌려 주었다.
하지만 아주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비가 오지 않았다! ^^

영화 보러 갔어요!
4학년 1반 이현진

오늘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이랑 영화
“Rio”를 봤다. 영화는 1시간 30분 동안 하였다.
영화 보는데 엄마들이 팝콘을 사 주셨다. 팝콘
을 맛있게 영화를 보면서 먹었다. 팝콘을 많이 먹
으니, 짜고 배불렀다. 영화가 끝나고 엄마 차를 타
고 집으로 돌아왔다.영화“Rio”가 재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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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
4학년 1반 이동규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동규예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이 편지를
씁니다.
할머니, 빨리 보고 싶습니다. 할머니도 저 보고
싶으시죠? 빨리 만나서 할머니한테 재미있는 이야
기를 듣고 싶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실 때, 재
미있는 책도 꼭 사오세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스케이트 보드나 스쿠터, 자전거 타기도 좋아합니
다. 그리고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제가 가장 좋
아하는 스포츠는 축구입니다. 저는 레크레이션 축
구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물을 좋아하지만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에서는 동물을 키
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꼭 동물을 키우고
싶습니다.

나방 애벌레 찾기
4학년 1반 변유민

재밌는 Sleepover
4학년 1반 양지현

날씨가 따뜻한 어느 날!
집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내
친구‘재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파티가 시작되고, Amy 집에서 친한 친구들과
함께 놀았다. 맛있는 연어도 먹고, 내가 제일 좋아
하는 떡볶이도 맛있었다. 파티가 끝나자, 나는 재
희와 같이 sleepover 를 하기 위해서 짐을 쌌다. 차
를 타고 재희 집에 들어가 깨끗이 씻고, 컴퓨터를
했다.
⋯ 째깍째깍 ⋯
오전 3시에 잤고, 오전 7시에 일어났다. 그 동안,
나의 세상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었다.

내 소개
4학년 1반 배연욱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배연욱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만 10살이
고, 취미는 책읽기와 컴퓨터 게임입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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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학교에서 애벌레를 찾았다. 나랑 정은이가
같이 찾았다. 두 마리를 찾았는데, 정은이가 그 애
벌레는 나방으로 변한다고 말했다. 그 두 마리 애
벌레를 물통에 넣어 구멍을 뚫었다. 왜냐하면 애벌
레가 숨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은이가 나한테 말했다.
“애벌레가 갈색이면 죽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클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알았다고 말하고, 그 두 마리 애벌레를 집
에 가져 갔다. 이제 어떻게 클 건지 궁금하다.

클라리넷
4학년 1반 이지호

나는 얼마 전에 학교 밴드에서 클라리넷을 시작
했다. 내가 클라리넷을 고른 이유는 소리가 아주
맑고 시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 클라리넷을 불
었을 때, 이것이 정말 나에게 맞는 악기라고 생각
했다.
학교 밴드는 아침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밴드
날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한다. 아무리 일찍 일
어나야 해도 나는 클라리넷이 너무 좋다. 이번 두
번째 레슨에 나는 벌써 곡 하나를 배웠다.“Mary

had a Little Lamb.”이라는 노래인데, 아주 쉽다.
나는 새로운 노래들을 많이 배워서 클라리넷을
더 잘하고 싶다.

유연성 테스트
4학년 1반 김 찬

오늘 체육 시간에 유연성 테스트를 했다. 어떻
게 했냐 하면, 어떤 홈 플레이트 같은 것을 가져 왔
다. 다음에는 우리 Heel 을 어떤 Bar 같은 것의 뒤
에 그냥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한 쪽 손을 한 쪽 손
의 위에 놓은 다음에 두 번은 그냥 살짝만 닿았다
가, 세 번 째에는 제일 멀리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빠랑 야구 연습을 했어요!
4학년 1반 이현진

한국 학교를 마치고, 엄마 아빠랑 야구공, 글러
브 그리고 배트를 사러 갔다. 5시부터 6시 30분까
지 야구 연습을 했다.
사실 야구공, 글러브, 배트는 아빠 때문에 샀다.
왜냐하면 아빠가 나한테 야구를 어떻게 하는지 가
르쳐 주고 싶어하셨기 때문이다. 아빠랑 연습을 하
였더니 재미있었다.
연습을 하고 집에 도착해서, 누나랑 뒷마당으로
가서 야구를 더 연습했다. 야구를 하니까 너무 재
미있었다.

처음에는 어떤 여자애가 6인치까지 스트레칭을
했다. 그 다음에 나는 7인치까지 스트레칭을 했다.
6인치 까지 스트레칭을 했던 그 여자애가 다시 8인
치까지 스트레칭을 해서, 일등을 하고 있던 나의
기록을 깼다.
기분은 조금 섭섭하지만 괜찮다. 그래도 최고
기록을 내가 못 세운 게 아쉽다.

에픽
4학년 1반 김정은

나는 오늘 에픽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거기에는
엠 케이라는 청소년이 있었다. 그녀의 아빠는 리프
맨을 찾으러 떠났다. 그런데 엠 케이는 소인으로
변했다. 그녀는 아주 훌륭한 여왕님이 주신 꽃봉오
리를 간직하고 있는데 갑자기 괴물들이 그 꽃봉오
리를 어둠의 왕자로 만들려는 것을 막고, 다시 여
왕님이 태어났다. 거기에는 항상 여왕이 되고 싶어
했던 아이가 있었는데, 여왕님의 영혼은 그 아이에
게 들어가고 엠 케이는 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
아가고 엠 케이는 아빠와 함께 리프맨들을 찾으러
갔다. 이 영화는 아주 훌륭한 영화였다.

농구 게임
4학년 1반 엄희수

오늘 농구 게임이 있었다. 내 팀 주황팀과 검정
팀이 경기를 했다. 먼저 농구를 조금 더 잘하는 다
섯 명이 경기를 6분 동안 했다. 검정팀은 점수가 2
점이었고, 우리는 0점이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
었다. 나와 내 친구 4명이 경기를 하러 갔다. 우리
는 최선을 다하여 했다. 경기 종료까지 2분이 남았
다. 우리는 4대 0으로 지고 있었다. 그런데 내 친구
민선이가 2점을 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없어서 우
리 팀은 4대 2로 졌다. 나는 너무나도 슬펐다. 다음
경기 때는 꼭 이기고 싶다.

우리들의 솜씨

115

내 생일

치아 교정기
4학년 1반 이가빈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내 친구들이랑 수족관을
갔다. 아주 재미있었다.
우리는 singrays 그리고 shark를 만질 수 있었다.
나는 singrays를 먼저 만졌다. 느낌이 slimy 했다.
나는 거기에 shark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내 친
구가 저기 shark가 있다고 그랬다. 물론 나도 가서
만져 보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웠다. 왜냐하면
shark가 반쯤은 깨있고, 반쯤은 자고 있었기 때문
이다. 나도 만지고 싶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만
진게 조금 아쉽다.
“다음에는 꼭~ 만질꺼야!”

축구
4학년 1반 이남훈

매주 목요일은 추구를 하러 가는 날이다. 원래
는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하고, 7시에서 8시까지
두 번 한다.
첫 번째는 다른 데서 하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한다. 그런데, 오늘 학교에서 뭔가해서 5시에서 6
시까지 스케줄만 할 수 있었다.
오늘 아침에 편지랑 같이 내 새 축구복이 왔다.
제일 멋지고 귀한 것이다. 뒤에는 Messi #10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새서 새옷을 입고 축구를 하러 갔
다. 아주 좋고 귀한 축구복을 입고 가서 기분이 더
좋았다.
오늘은 Defending을 배웠다. 다 연습하고 경기
를 했다. 내가 제일 잘했다. 배운 거를 내가 제일
잘하고 공을 빼내어서 다른 사람한테 공을 넘겨 주
는 것도 아주 잘했다.
오늘은 새 축구복을 입고 가서 기분이 좋았고,
잘 했던 거 같다. 나는 다음에도 잘 들어서 잘하고,
새축구복도 입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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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1반 엄희수

나는 이가 고르게 나지 못해 교정기를 끼고 있
다.
처음 교정기를 끼는 날, 교정기에 대해 아무렇
지도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었고, 그때마다 답답하고 힘들었다. 또
이가 아파서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고, 양치질도 자주 해야 되고, 힘든 점이 아주 많
이 생겼다.
한 달에 한 번씩 치과에 가서 치료받는 모든 과정
이 스트레스로 옮겨갔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짜증
도 많이 내서, 엄마나 친구들을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런데, 어느 날‘네가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아니?’라는 책을 읽게 됐다. 내용에는 얼마나 많은
아이가 굶고, 힘없이 죽는 지에 대해 나와 있었다.
그 책에 들어 있는 이야기 하나하나를 읽으며,
내가 얼마나 행복한 지를 생각했다. 만약 가난해서
교정을 못하면 치아를 잘못 닦아 썩거나 치아를 빼
고 틀니를 끼워야 할 것이다. 처음에 교정기 때문
에 아주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영화 보러 갔어요!
4학년 1반 김 찬

오늘 금요일에 AMC 에 갔다. 영화를 볼려고 그
곳에 간 것이다.
우리가 볼려던 영화는 G. I. Joe Retaliation 이었
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보려고 했던 이유는 액션 무
비처럼 보였고, 나랑 형아는 액션이 많이 있는 영
화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G. I. Joe Retaliation 의 내용은 주인공이 나쁜 사
람들의 작전을 망치고 죽이는 것이다. 좋은 편이
이겨서 나는 좋았고, 그 영화도 좋았다.

Rainbow Loom

그 뒤로 토끼는 너무 화가 났지만, 꼭 새로운 것
이 좋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학년 1반 김서빈

오늘 Books & Greetings에 갔다. 그곳에서
Rainbow Loom Kit 를 봤다. 나는 Rainbow Loom
Kit 을 정말 갖고 싶었으니까 내 돈으로 샀다.
나는 지금 Rainbow Loom 으로 Starburst 를 만
들고 있다. Starburst는 조금 어렵다. 나는 Starburst
다음에 Double Single, Double Single 다음엔
Twisty Wisty, Twisty Wisty 다음에는 Hexafish 를
만들거다. Rainbow Loom 은 재미있고 쉬운 것이
다.

새로운 크레파스 오래된 크레파스
4학년 1반 이다영

마법의 꽃
4학년 1반 엄희수

옛날옛날에 아랑이라는 예쁜 아가씨가 살았습
니다. 아랑이는 아주 예뻤지만 시집을 가지 못하였
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랑이는 멋있는 청년을 보았
습니다. 그런데, 아랑이가 그 청년에게 말을 걸려
고 하는 순간, 그 청년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
니다. 아랑이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며칠 후, 아랑이는 우연히 말하는 마법의 꽃을
발견했습니다. 그 꽃은 아랑이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아랑이는 그 청년과 혼인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랑이는 그 청년
과 혼인을 하고,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옛날옛날에 토끼와 여우가 살았습니다. 둘은 날
마다 싸우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림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
다. 토끼는 부모님께 새로운 크레파스를 사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고는‘내 크레파스가 새 크레파
스니까 내가 꼭 이길거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크레파스를 바꾸지 않고‘나는
남은 크레파스가 있으니까 그걸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드디어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끼와 여우는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우, 너는 보나마나 질거야. 그 오래된 크레파
스로 뭘 그리겠다는거야.”
토끼가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발표날이 되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
가 나왔습니다.
“일등은 여우, 이등은 생쥐, 삼등은 곰입니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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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덕쟁이 날씨

가을은 아름답다

4학년 1반 김정은

하늘이 울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니까 안 그랬다는듯이
웃습니다.
하늘이 웃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니까 안 그랬다는듯이
울며 한숨을 크게 내쉽니다.
하늘이 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 웁니다.

4학년 1반 이지호

가을은 아름답다.
싱싱한 초록색 잎들은
천천히 알록달록하게
물들어가고,
언덕 너머로는
봉긋 솟아오른 산이
햇빛 아래 비춰
금빛, 보랏빛으로 반짝거린다.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면,
차가운 가을 바람 사이를 뚫고
한줄기의 햇빛이
내 마음을 녹인다.

날씨야, 날씨야.
너는 왜 변덕쟁이니?

비

가을은 아름답다.
4학년 1반 변유민

쏴~ 쏴~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우는 걸까?
밖에 나가면
내 머리에
톡. 톡.
소리가 나네.
왜 비가 오는 거지?
하느님이 우는 걸까?
구름이 땀을 흘리나?
궁금하다.

엄마
4학년 1반 엄희수

우리에겐 모습도 목소리도
다르지만 같은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엄마다!
우리가 공부할 땐 옆에서
응원해 주는 엄마가 있고
우리가 힘들면 옆에서
위로해 주는 엄마가 있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혼내주시는 엄마가 있다.
엄마들은 마치

118

우리한국학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요술쟁이같다.

거미와 거미줄
4학년 1반 김정은

거미가 줄을 타고 씽씽 내려와
우리 집안을 들여다본다.

비오는 날
4학년 1반 이다영

뚝.뚝. 흐르는 비
이제 여름인가봐.
참 아쉽다.
나는 눈이 더 좋은데⋯
뚝. 뚝. 흐르는 비
장화 신고
나가려 해도
우산이 필요해.
우산이 있으면
우비가 필요해.
차암 비오는 날
나가서 놀기 어렵다.

싱글벙글 웃으며
벌레 한 마리를 입에 문다.
윙윙~
벌들은 잘도 피한다.
거미의 천적
잠자리도 잘도 피한다.
휭~ 휭~
어! 바람은 못 피하네.

나는 눈이 더 좋아.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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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2반
담임 : 곽희진 선생님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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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음식 만들기

SHARPE에서 너무 재미있었다. 어제 갔다 왔는
데 안 오고 싶었다. SHARPE에 살고싶다.

4학년 2반 권 지민

2013년 9월 18일 수요일
내 가족은추석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그리고
내 동생 나은이 친구 윤서랑 윤서 엄마랑 같이 만
들어서 먹었다. 아빠들은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되
어서 같이 못 먹었다. 그래서 윤서, 윤서 엄마, 나
은이, 구형이 오빠(내 오빠), 우리 엄마, 나 이렇게
같이 모였다. 나, 윤서, 나은이는 동그랑땡을 만들
었다. 반죽을 윤서 엄마께서 하시고 우리는 동그랗
게 했다. 얘들한테는 어려웠지만 나한테는 쉬웠다.
우리는 많이 해야됐다. 많이 하다보니 애들도 잘
하고, 쉬워졌다. 나는 완전히 딱 동그라미를 만들
고 우리 엄마하고 윤서 엄마께 보여드렸다. 애들도
나를 보고, 빨리 잘 만들고 우리 엄마와 윤서 엄마
께 보여드렸다. 손은 더러워지고 느낌이 이상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었다.
정말 재미 있어서 다음에 또 하고 싶었다.

소풍(SHARPE)
4학년 2반 홍 서경

나는 수요일에 SHARPE에 갔었다. 그곳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소풍이다. 5학년만 갈 수 있
다. SHARPE는 Fishkill, NY에 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2 시간 동안 갔다. 그 다음에 우리 숙소로 가
서 다시 밖으로 가서 점심을 먹었다. 거기에 있는
음식은 다 직접 만든 것이어서 맛있었다. 점심 먹
는 곳을 다이닝 홀이라고 불렀다. SHARPE에 3일
간 있었다.
매일 밖에 가서 나무들 하고 자연을 배웠다. 벌
레도 봤고 게임도 했다. 그리고 숲에 갔을 때 Black
Bird Birch Tree의 나뭇가지를 따서 빨아먹었다.
빨아 먹으면 맥주 맛하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이 있었다.

내 동생
4학년 2반 송 민희

내 동생 생일이었습니다. 그 날에 내 동생이 나
한테 물었습니다.“누나, 내생일 선물 뭐를 샀어?”
근데 제가 동생 생일인지 잊었습니다! 제가 동생한
테“미안! 까먹었다! 이따가 우리 나갈 때 선물 한
개 사줄께.”라고 말했어요. 내 동생에게 좀 민망해
했었는데 동생이 괜찮다고 했어요. 두 시간 후에
저희 엄마하고 아빠가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나
갔습니다.
우리 다 나갔을 때 엄마가 동생한테 물어봤어
요.“민승아, 너 오늘 어디갈래?”내 동생이“우리
사우나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
우나를 갔습니다. 거기서 엄마와 같이 샤워를 했습
니다. 아빠하고 동생은 벌써 다 끝냈습니다. 우리
가 다 만났을 때
사우나에 같이
들어 갔습니다.
저하고 동생이
같이 밥사러 갔
습니다. 내 동생
에게 스낵, 밥
그리고 주스를
사줬습니다. 동
생에게 다 사준
후“생일 축하
해!”하고 말하고 아빠가 쵸코파이케이크를 가져
왔습니다.
생일 노래를 부르고서 우리가 사우나 또 들어가
고 엄마와 같이 샤워했습니다. 아빠하고 동생이 먼
저 끝나서 계란 먹으러 갔습니다. 엄마하고 저는
face mask하고서 올라갔습니다 우리 모두 계란을
먹고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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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
4학년 2반 박 현진

오늘은 학교 소풍을 갔다. 아홉 시에 버스를 탔
다. 나는 내 친구 로라하고 김 해나하고 같이 앉았
다. MET에서는 다른 선생님들과 다른 데로 갔다.
나는 미술 선생님이랑 갔다. 우리는 그리스 미술을
첫 번째로 봤다. 그리스의 어떤 미술은 이야기가
있다. 어떤 이야기들은 이상한데 재미있다. 그 다
음 유럽관으로 갔다. 그곳엔 큰 조각상들이 있었
다. 그런데 가운데 큰 구멍이 있었다. 옛날 사람들
이 이 조각상을 드럼처럼 썼다고 한다. 신기했다.
유럽관을 다 보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 근데 점심
은 밖에서 먹어야 했다. 나는 너무 추워서 밥을 많
이 못 먹었다. 그 다음에 선물 가게로 갔다 두 시에
버스로 다시 갔다.
MET는 내 가족과 같이 갔었는데 친구들과 가니
더 재미있었다.

여름방학
4학년 2반 조 예진

지난 여름 방학에는 내 한국 사촌들이 미국으로
놀러왔다. 윤서(10살)와 윤아(6살)가 나랑 오빠랑
재미있게 시장놀이를 하고 목걸이, 열쇠고리 등등
많이 만들고 놀았다. 윤서랑 나랑 오빠랑 윤아랑
가끔 밖에 나가서 놀기도 했다. 미국에 내 사촌동
생들이 와서 정말 재미있고 모험적이었다.
내 사촌동생이 한국으로 떠난지 3-4일 후 나도
한국에 가게 되었다. 호텔 방에서 일주일 동안 있
기로 했다. 한국에서 친할머니도 만나고 외할머니
도 만났다.
서울에 놀러가서 유명한 곳을 많이 갔다. 그 중
에 한 곳은 북촌한옥 마을이었다. 집이 다 기와집
이었다. 사진도 찍고, 더운 날씨에 즐거운 마음으
로 마을을 구경했다. 서울에서 경복궁도 갔었다.
무척 더운 날씨에 한국문화를 한복을 입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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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여주었다.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 한국
수문장들이 어떻게 서로 교대를 했는지 한국에 온
관광객들에게 보여주었다. 짧았지만 전에 안 가본
곳이여서 재미있었던 한국여행이었다.

고양이 택시
4학년 2반 나 우진

처음에 톰이란 고양이가 집을 찾고 있었다. 그
때 렌스 할아버지를 만나서 같이 살았다. 어느 날
렌스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톰이
고양이 택시를 만들어 돈을 벌었다. 어느 날 엄마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들이랑 산책하고 있었다. 그
런데 자전거가 아기 고양이를 쳤다. 그래서 톰이 동
물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 그 다음날 어떤 할머니가
케이크를 배달하라고 말하셨다. 도착했는데 케이
크가 찌그러졌다. 개가 톰을 쫓아왔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톰이 길 잃은 할머니 고양이를 찾았다.
그래서 주인한테 데려다 줬다. 톰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경찰이 메달을 줬다. 그래서 톰이 기뻐했다.
케이크를 배달할 때가 제일 기억난다. 왜냐하면
개가 따라올 때 톰이 웃긴 표정을 해서 개가 쫓아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톰을 보고‘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농구 게임
4학년 2반 김 현진

농구게임이 있었다. 내가 점수를 냈다. 앤드류
라는 아이한테 패스를 했다. 그 아이는 공을 놓쳤
다. 그렇게 못하는 아이한테 패스를 해서 후회했
다. 이번엔 다른 팀이 공을 놓쳐 내가 받았다. 다른
팀에서 가장 잘 하는 아이가 나를 방어하고 있었
다. 나는 할 수 없이 under the leg를 하고 3점을 넣
었다. Swish로 들어갔다. 나는 기뻤다. 1점만 더 넣

으면 내 팀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 공이었다. 나는 알렉스한테 패스를 했다.
또 우리가 넣었다. 우리가 이 게임을 정말 잘 이겼
다. 나는 너무 기뻤다. 아이들이 내게 high five했다.

애플 피킹
4학년 2반 천 지우

나는 여름 방학에 나의 가족이라 애플피킹 갔
다. 우리는 차로 가는 데 한 세 시간이 걸렸다. 나
하고 내 동생 지민이랑 같이 차에서 낮잠을 잤다.
내가 일어났더니 우리는 농장에 있었다. 나는 사과
나무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너무 많은 줄
이 있어서 셀 수도 없었다. 아빠는 차를 주차하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비닐 봉지를 세 개 주었다.
지민이도 이제 일어나고 우리는 애플피킹할 준비
가 되었다.
“와! 이 사과 봐!”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칼을
꺼내서 큰 사과 껍질을 잘랐다. 안이 노랗고 맛있
게 보였다.”와! 맛있겠다!”우리가 모두 다 말했다.
“앙”지민이가 사과를 한 입 먹었다.“냠, 냠⋯. 진
짜 맛있다! 한번 먹어봐!”지민이가 먹으면서 나에
게 말했다. 아빠, 나, 그리고 엄마도 한 입 먹었다.
진짜로 맛있었다. 아삭 아삭하고 촉촉하고⋯ 너무
많이 맛있었다.“자, 이제 가자”엄마가 말했다. 우
리의 비닐 봉지는 사과로 다 찼다. 껍질은 빨갛고
맛있게 보였다. 우리는 차에 가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오늘은 진짜 좋은 날⋯ 진짜 좋은 날이
야!’

축구
4학년 2반 한 하선

오늘은 토요일이다. 축구 시합이 있는 날아다.
나는 9번이다. 이번 축구 시합에 기적도 일어났고
진짜 나쁜 것도 일어났다.“삑!”호루라기 소리가
났다. 시합이 시작되었다. 나는 달려가 공을 뺐고
상대편의 골대에 갔다.
슛! 아! 골키퍼가 잡아 버렸다. 골키퍼가“뻥”공
을 차 버렸다. 내 팀이 나에게 다시 패스를 해 주었
다. 다시 앞으로 가는 동안 세상이 느려지는 것 같
았다.
갑자기 누가 나를 손으로 밀고 갔다. 나는“쿵!”
하고 넘어졌다. 너무 놀라고 아파서 울고 싶었다.
호루라기를 다시 불었다. 내 코치가 나를 안고 의
자 있는 데로 데리고 갔다. 나는 눈물이 조금씩 나
왔다. 코치가 휴지를 주고 내 팔, 다리, 얼굴에 있
는 피를 닦아 주었다. 그래도 계속 피가 주룩주룩
나왔다. 코치가 밴드를 붙여 주었다. 난 10분 후에
다시 들어가고 싶었다. 코치가 조심하라고 했다.
나는 급공을 받아 골대에 가서 골을 넣었다. 또 다
시 골을 넣었다. 게임이 끝난 다음에 친구들이 칭
찬해 주었다. 5대 0으로 이겼다.
그리고 엄마를 보니까 갑자기 다친 곳이 아프게
느껴졌다.

SON OF NEPTUNE
4학년 2반 진 한준

시작에는 Percy가 긴 잠에서 일어났다. 자기에 대
한 기억이 하나도 없었다. 캠프 쥬피터라는 곳으로
갔었다. 거기에서 로마신(Neptune)의 아이라고 알
아냈다. 그 다음에 Hazel이랑 Frank랑 같이 죽음을
탈출하는 모험에 갔다. 그 모험에 Percy가 기억을
되찾았다. 그리고 Alcyoneous라는 거인을 물리치
고 죽음에서 탈출했다. 그러면서 다시 캠프 쥬피터
에 가서 Polybotes라는 거인이랑 나쁜 괴물 무리를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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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다. Percy, Hazel 그리고 Frank는 영웅이었다.
제일 기억이 나는 장면은 캠프 쥬피터와
Polybotes에서 괴물 무리가 싸우는 장면이다. 왜냐
하면 흥분하고 싸우는 장면이라 좋았다.
Son of Neptune은 흥분하고 재미있고 싸우는
장면이 많이 있었다.

엄마는 정말 음식을 잘 만드십니다. 내가 아는
음식은 다 만들 수 있고 운동도 하십니다. 우리 언
니는 6학년이고 한국말도 아주 잘합니다. 이게 내
가족 사진에 있습니다.

슈바이쳐
비밀의 화원
4학년 2반 김 예슬

고집이 센 여자아이 고아가 외삼촌 댁에 가서
좋은 친구 마사를 만나고 오래된 화원을 찾게 됩니
다. 10년 전에 그 여자아이 메리 레녹수의 외삼촌
의 아내가 죽은 것과“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메리의 사촌을 만나고 메리와 디콘(마사의
동생)과 도움을 합해서 콜린(메리의 사촌)을 병에
서 일어나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입니다.
전 메리와 콘린이 말싸움하는 장면이 재미있습
니다. 콘린이 자기가 죽는다고 계속 말하는데 메리
는 딱 잘라서 안 죽는다고 말하는 장면이 가장 재
미 있습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희망은 항상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4학년 2반 김 루디아

슈바이쳐는 아프리카에서 의사가 되고 싶었어
요. 왜냐하면 우연히 유명한 장군의동상을 보고 그
동상에 대한 이야기를 엄마에게 듣게 되면서부터
예요. 그 동상에서 흑인들의 힘없는 모습이 아주
슬퍼 보였으니까요. 그 때부터 슈바이쳐는 아프리
카 흑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었어요. 그래
서 대학교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
는 여러 방법과 책들을 읽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땐 자랑스러운 자신을 발견하며
부인과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어요. 슈바이쳐는 아
프리카에서 많은 사람을 도우며 죽을 때까지 최선
을 다해 도움을 주었어요. 나는 슈바이쳐의 착한
마음에 고마운 생각과 도전을 가졌어요.

테레사 수녀
4학년 2반 한 승훈

가족 사진
4학년 2반 최 윤서

어제 밤 나는 나의 어릴 적 가족 사진을 보게 되
었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아주 자상하십니다. 매일 늦게 들어
오시지만 어렸을 때는 아빠가 한국에서 아주 재미
있게 놀아 주셨습니다. 봄이면 소풍, 여름이면 바
다, 가을이면 놀이동산, 겨울에는 유치원 앞에서
눈사람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아빠랑 노
는 것이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지금은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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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테레사 수녀는 콜카타에 가난한 사람들
을 위한 학교를 세웠다. 1950년에는 열두 명의 지
원자와‘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1952년 그녀는 콜카타의 거리에서 병들어 홀로 죽
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죽어 가는 사람들
의 집’을 세웠다.
1955년 마흔다섯 살의 테레사 수녀는 고아나 빈
민가의 아이들을 위하여‘어린이의 집’을 세워 아
이들을 정성껏 돌보아 주고 그들에세 글자와 셈하
는 것도 가르쳐 주었다.
사람들은 테레사 수녀의 희생과 봉사 정신을 영

원히 기억할 것이다.

롯데월드
4학년 2반 박 강민

나는 전에 한국에 있는 롯데월드에 갔다. 나는
첫 번째로 하늘 그네를 타려고 했다. 그러나 줄이
너무 길어서 거의 40분을 기다렸다. 나는 죽는 줄
알았다. 왜냐하면 높은 기구에서 빠르게 돌았기 때
문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사촌 형과
같이 탔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놀았
다. 나는 신기한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재미없는 시
간은 늦게 가고 재미 있는 시간은 빨리 간다는 것
이다. 또 아빠와 내 사촌은 음식을 먹으러 뛰어갔
다. 왜냐하면 고모가 12시에 만나자고 했기 때문이
다. 우리는 3시에 집에 갔다. 우리는 7시에 와서 3
시까지 놀았다는 게 놀랍다. 그리고 3일 후 나와 우
리 가족은 미국으로 왔다. 나는 이게 벌써 7주 전인
것이 너무 놀랍다. 그 경험은 좋은 경험이었다.

보스톤
4학년 2반 송 준일

나는 아빠, 엄마, 준엽이 하고 보스톤에 다녀 왔
다. 우리집에서 그곳까지는 4시간이 걸렸다. 차 안
에서 우리는 가족끼리 질문하고 대답하며 즐겁게
갔다. 보스톤은 맨하탄처럼 도시 느낌이 났다. 빌
딩이 높고 사람들도 많았다. 우리는 호텔에 도착했
다. 호텔은 내 마음에 들었다. 호텔에서 찰스강과
보스톤이 보였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수영장이 있
었다. 짐을 푼 다음 우리는 MIT 공과대학하고 하버
드 대학교를 구경했다. MIT 공대는 연구실하고 강
의실에 많은 전자제품이 보였다. 하버드 대학교는
건물이 유럽의 성처럼 멋있었다. 나도 커서 이 대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맛
있는 아침을 먹고 아빠와 우리는 자전거를 타러 갔

다. 자전거를 처음 타 보는거라 긴장이 되었지만
금세 타는법을 알게 되었다. 찰스강 옆을 달리는
기분은 아주 좋았다. 아빠와 준엽이와 나는 계속
자전거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나는 계속
보스톤에 있고 싶었다. 다음에도 방학때 보스톤에
오고 싶다. 그때는 보스톤 구석구석 더 많은 곳을
보고싶다.

아미쉬 마을
4학년 2반 송 준엽

나는 지난주에 아미쉬 타운에 다녀왔다. 엄마하
고 형하고 사촌동생하고 함께 놀러가서 무척 즐거
웠다. 거기서 우리는 리조트에서 한밤을 지냈다.
호텔은 아주 좋은 수영장을 가지고 있었다. 나와
형은 그 곳에서 실컷 수영을 하고 놀았다. 다음날
아침 맛있는 아침을 먹고 아미쉬 타운을 보러 갔
다. 가는 길에 자동차가 아닌 마차를 타고 전통의
상을 입은 아미쉬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아미쉬
타운 사람들은 전기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 그 사
람들은 전기를 쓰지 않아서 너무 신기했다. 나는
전기가 없으면 못 살것 같다. 왜냐하면 밤에 너무
껌껌할 것 같고 인터넷하고 텔레비전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곳에서 성막을 구경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버드 인
핸드였다. 거기는 Famer’s 마트인데 재미있는 물
건들이 많이 있었다. 직접 만든 잼하고 쵸코렛, 애
플쥬스, 장난감들이 많이 있었다. 그곳은 음식도
아주 맛있었다. 나는 거기서 핫도그를 먹고 호탤에
돌아갔다.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미쉬 전
통의상을 입고 있었다. 여름에는 하얀 옷을 입었는
데 가을이여서 검정 옷을 입었다. 나는 그 곳에서
조금 더 놀고 싶었는데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나
는 한번더 아미쉬 타운에 와보고 싶다. 그때는 마
차도 타보고 아미쉬 사람들이 사는 집에 직접 가보
고 싶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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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1반
담임 : 김유영 선생님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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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되고 싶은 것
5학년 1반 김채연

캔쿤 여행
5학년 1반 김하림

나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다.
5년 전인 내가 다섯 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
작했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을
보면 존경스러웠다.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을 보면 멋있다는 생각도 했다. 나는 무대 위
에 올라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내가
무대에 올라가서 피아노를 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5년 동안 4명의 피아노 선생님
이 있었다. 첫 번째는 선생님과 맞지 않아 2번만
배우고 그만뒀고, 두 번째 선생님께는 4년 반 동안

8월5일 우리 가족은 비행기를 타고 캔쿤에 갔
다. 하지만 비행기는 편하지가 않았다. 엄청 지루
하게 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멍하니
앉아서 갔다. 도착했을 때 엄청 습했다. 하지만 날
씨는 좋았다. Grand Vellas라고 하는 엄청 고급 호
텔에 가는데 공항에서 30분이 걸렸다. 가자마자 기
운이 넘쳐났다. 천국에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호텔
에 들어가서 바로 수영복을 입고 큰 수영장에 들어
갔다. 거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땡볕에 매우 힘들
게 일했다. 하지만 정말 친절했다. 수영을 하고 나

배웠다. 두 번째 선생님은 좋았는데 연습을 많이
안 하면 무섭게“다음주는 꼭 연습해!”라고 말씀하
셨다. 그리고 내가 여름에 한국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난 피아노 선생님은 숙제도 적당히 내주시고 좋
은 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은 지금 배우고
있는 선생님이다. 이 선생님께 배운 곡인 쇼팽이
쓴 왈츠 op.64로 12월에 카네기홀 무대에 선다. 나
는 이 선생님께서 잘 가르치신다는 생각을 했다.
선생님은 참 좋으신데 숙제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12월에 카네
기홀에서 연주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매일 20분씩
연습한다. 12월아 오지 말아라!

서 저녁을 먹기 위해서 레스토랑으로 갔다. 아빠가
All Inclusive 라서 프리하게 먹을 수 있다고 했다.
밥을 먹은 후에는 가족 모두가 영화를 봤다. 그리
고 골아 떨어졌다. 다음날 아침 Room Service를 시
켜 아침을 먹었다. 맛있는 요리들이 제법 있었다.
아침을 먹은 후 가족 모두 다 Beach로 가서 카약을
탔다. 내가 제일 잘 탄 것 같았다. 하지만 힘들었
다. 다음에 나와 엄마는 바다에 들어가서 스노우쿨
링을 했다. 물고기를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참고로 물고기는 많았지만 엄마가 잡으면 안 된다
고 그러셨다. 5마리 정도는 엄마를 졸졸 따라다녔
다. 한 물고기는 내가 만졌다. 엄청 부드럽고 느낌
이 좋은 물고기였다. 호텔 수영장 안에 스무디 가
게가 있었다. 의자도 물밑에 있었다. 내가 물속에
서 엄마를 놀래켰다. 나에게 거기는 천국이었다.
물속에서 논 후 엄마와 버블 목욕을 했다. 우리 집
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엄마도 여기서 살
고 싶다고 하셨다. 비록 3 박 4 일간의 여행이었지
만 우리 가족 모두가 즐겼고, 스트레스도 날리고
화목한 시간을 보냈다. 다시 가기를 빌어야겠다.

엄마
5학년 1반 김채연

도와주고
똑똑하고
예쁘고
착한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신다.
나도 우리 엄마를 정말 사랑한다.
“사랑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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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시계가 말해 주었다
5학년 1반 김하림

똑딱 똑딱 시계가 돌아간다
그때 그 시계를 봤을 때 그 시계가
우리는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해 주었다
그때 그 시계가 말해 주었다

절벽 위
5학년 1반 김하림

희망 찾아 올라간다.
내 마음속에 더 큰 꿈을 그려본다.
작은 정성이 한 방울씩 실려 나간다.
닿을락 말락 거리는 저 얄미운 돌덩어리는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손은 상처투성이고 점점 꿈을 놓쳐간다.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맑게 한다.
꿈을 잡았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은 목표가 없으면 그냥 허
무하게 버려지는 꿈이다.
꿈을 이루고 싶으면 목표가 있어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올라간다.
그것도 내 꿈을 향해

안네의 일기

다. 예전에 흑인 백인도 그저 피부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못 가는 식당이 있었고 버스 앞자리도 못
탔었다. 그런 일은 이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안네가 12~13 살 때쯤 죽었
지만 이 책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너무 불쌍
하고 가여웠다. 어린 나이에 그냥 노동일만 하다가
죽은게⋯⋯. 나는 이 책을 읽고 내가 흑인이나 백
인 유대인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게 자랑스
럽고 고마웠다. 검은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닌
황색 딱 중간피부 톤이라 너무 다행이었고 우리나
라가 최고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안네가 일기를 써
온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존경스럽
다고 말해 주고 싶다.

셜록홈즈를 읽고
5학년 1반 박서연

나는 처음에 셜록홈즈를 별로 안 읽었다.하지만
내친구가 셜록홈즈 마니아 라서 소개시켜줘서 읽
었는데 그때부터 정말 좋아하게 되었다.
셜록홈즈는 탐정이고 경찰이 해결 못한 미해결
사건을 찾아서 해결하는 천재 탐정이다. 셜록홈즈
는 생각이 많고 생각이 안 날때는 꼭 담배를 피운
다. 나는 셜록홈즈라는 책을 꼭 모든 사람에게 추
천하고 싶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책을
완전히 싫어하는 사람에게. 읽다 보면 누구나 빠져
들고 또 사건을 해결할 때는 뭐지 하다가 해결하고
나면 아~ 하는 재미가 있다.

Do not open을 읽고

5학년 1반 박서연

5학년 1반 박성민

나는 이 안네의 일기를 읽고 정말 많은 걸 느꼈
다. 안네는 유대인이라서 차별을 받는다. 예전의
흑인 백인처럼⋯⋯. 그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
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차별 받는 것은 나쁜 것이

나는 Do not open을 읽었다. 긴 책들을 쭉 봐왔
는데 두꺼운 책들 보다는 읽기 귀찮지 않고 짧고
더 쉬운 책을 읽고 싶었다. 책을 읽어보니 내용이
재미 있고 짧아 빨리 읽을 수 있었다. 대충 요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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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하다. 어떤 아줌마가 해적 선장이 지은 집에
살고 있었다. 그 집이 있는 곳은 바닷가 근처인데
태풍이 아주 많이 불었다. 하지만 그 아줌마가 사
는 집은 너무 단단해서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어도
끄떡 없었다. 그 아줌마는 항상 태풍이 오고 나면
바닷가에 나가서 파도에 밀려온 물건들을 건져 쓰
고 그것들로 집을 꾸몄다. 예를 들면 고양이
Captain Molly나 땔감 나무들을 얻었다. 심지어 그
녀의 handsome bongo clock도 고장난 파도에 밀
려온 것이었다. 어느 날 바닷가에서 까만 병을 발
견하였다. 거기에는‘Do not open’이라고 적혀있
었다. 아줌마가 다가가 보니 그 병이 말을 하였다.
자기는 불쌍한 아기라고 하며 제발 병뚜껑을 열어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병뚜껑을 열면 무슨 소원이
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뚜껑
을 열었다. 그러자 아기는 커녕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왔다. 바로 악몽이었다. 악몽이 바로 떠나려는
순간 그 아줌마를 겁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악몽이
쥐로 변한순간 Captain Molly가 달려와 악몽을 삼
켰다. 우선 나는 그 아줌마가 정말 부럽다. 아주 단
단한 집에 살고 태풍이 오면 밀려오는 물건들이 다
이용할 수 있으니 말이다. 나도 그런 곳에서 살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여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하
고 싶다. 내 생각에는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사실이 아니긴 하지만 교훈을 주는 책이다.

다른 불쌍한 사람들한테 새로 살 땅과 집을 마련해
주었다. 나는 과거에 합격해 벼슬을 받고 이름을
널리 알리는게 진짜 선비가 아니라 허생 같은 선비
가 진짜 선비라고 생각한다.

눈이 온 날
5학년 1반 박성민

2013년 3월 9일
내가 일어났을 때 나는 하얀 세상을 보았다. 나
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제대로
보니 눈이 오고 있었다. 어제 시작된 눈이 아직도
오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학교가 문을
완전히 닫거나 아니면 적어도 늦게(한 10시 정도
쯤)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 이메일이 오지 않아서
학교에 가야만했다. 이상하게도 아빠는 회사를 늦
게 시작했다. 학교 가는 길은 재난이었다. 교통이
완전 이상하였다. 차는 막히고 눈도 많이 오고. 그
러나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학교가 끝나
면 눈싸움도 하고 놀 것이기 때문이었다.

첫 우승
5학년 1반 박재희

허생전을 읽고
5학년 1반 박성민

나는 오늘 허생전이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은
조선시대 때 작가였던 박지원이 쓴 책이다. 허생이
라는 사람이 변진사한테 1만냥을 꾸어 단숨에 10
만냥으로 불리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책이다. 나
는 허생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버는지 모르겠다.
내가 허생이었다면 비슷한 방법으로 억만장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허생은 그렇지 않았다. 자
신을 위해서는 겨우 옷 몇 필만 끈고 나머지 돈은

2013년9월 20일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축구경기를 하였다. 축구
시즌의 첫 번째였고 연습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
다. 그래서 나는 꽤 걱정되었다. 하지만 시합이 시
작되자 느낌이 꽤 좋아졌다. 우리 팀이 점수를 먼
저 얻었다. 그 뒤로부터 계속 골을 넣고 또 넣었다.
우린 결국 이겼다. 하지만 내가 믿을 수 없었던 것
은 점수였다. 7-1! 기분이 정말 짱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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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기
5학년 1반 박재희

오늘은 스톤포인트 공원에서 컵스카웃 미팅이
있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전거를 가져가야 했
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전거들이 모두 엄마의
차 트렁크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원까지 싸이클링을 해서 가야 했다. 정말
힘들었었다. 거기다가 스톤포인트에 도착하자 우
리 컵스카웃들은 공원을 10 바퀴나 돌아야 했었다.
그 뒤에 우리는 간식을 조금 먹고 집으로 돌아갔
다. 정말 힘이 빠져있었지만 뿌듯하기도 했다.

기억전달자(로이스 로이 글)
5학년 1반 박지인

옛날 흑백 영화를 보면 색깔이 없고 모든 사람
들이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
다. 로이스 로이의 기전달자에서는 이런 장소를 바
탕으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너스가 살고 있는 이 곳에서는 모두가 같은
형태의 가족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교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만의 개성이 없고 모두
같은 생활을 합니다. 생일은 모두 12월이고 생일마
다 같은 기념식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사람
들의 결정권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곳에는 색깔도
없습니다. 옛날의 사람들이 기억 때문에 한동안 고
통을 받고 기억을 회수하고 나서야 평화로워진 경
험으로 원로들은 기억 보유자에게 기억들을 주고
사람들에게서 즐겁고 고통스러운 기억 모두 사라
지게 한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12살이 되면 매년 열리는 12월 생
일 기념식에서 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일은 나
중에 늙어서 임무 해제가 될 때까지 계속 이어 나
가야 할 직업입니다. 조너스는 기억 전달자의 영예
를 받습니다. 조너스는 마을을 대표해 고통스럽고
기쁘고 슬픈 기억 모두를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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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전달자로서 조너스는 전 기억 전달자(기억
보유자)에게 가서 기억을 전달 받아야 합니다. 썰
매를 타고 내려가는 즐거운 기억부터 전쟁에서 피
흘리고 총에 맞는 고통스러운 기억까지 모두 전달
받는 훈련을 합니다. 조너스는 이 훈련을 받으며
진짜 감정과 느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결국
조너스는 마을에 대한 회의가 들어 도망가기로 작
전을 짜고 자전거를 타고 멀리 눈과 오르막길, 산
등이 존재하는 진짜 세계로 나가 전 기억 보유자님
이 전달해주신 썰매를 타고 눈 쌓인 언덕을 내려가
는 기억을 실현해 보았습니다. 이제 조너스는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다 보니 저도 나중에 나의 직업이
무엇이 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
에서 조너스의 마을은 실제와 다르게 한 직업을 주
어주고 평생 그 한 직업만 싫든 좋든 해 나가야 하
는 생활방식입니다. 저는 지금 저의 선택권이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저와 잘 맞을 것 같은, 그리고
제 관심사에 있는 직업을 고를 수 있습니다. 조너
스의 마을에서는 전혀 의사가 되는 것은 생각도 안
해 보았는데 그 직업이 주어졌다면 바꿀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가 현재에서는 의사의 직업을 추천 받았다면 의사
도 고려해 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에 공부와
훈련을 집중할 것입니다. 또, 만약 제가 직업을 바
꾸고 싶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
습니다.
이 책에서 칭찬할 점이 있다면 완전한 행복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조너
스가 사는 마을의 사람들은 사랑 같은 감정에 따르
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이런 인간적인 느낌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저도 고통이 없으면 어떨까 생각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더 이상 걱정
을 하거나 슬픔에 잠겨있을 일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며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표현
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처럼 피
부색이나 생각의 차이의 나쁜 결과를 막기 위해 모
든 사람들을 같게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로봇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로봇)
과 똑같이 생기고 생활하고 이름만 다르게 될 것입
니다. 우리 감정과 느낌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
니다. 서로 개성이 있고 특별한 성격이 우리 하나
하나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
전한 행복은 우리의 성격을 없애야, 우리의 존재를
없애야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서로 이해하고 가끔 충돌이 있더라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는 것이 맞다고 생
각합니다.

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는 점 같다. 평소
에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 대한 특별한 점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
서 좋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스타 학생으로서 5학
년 오리엔테이션, 7학년 직업의 날, 그리고 테나플
라이 지역 행사 등에 참여하게 될 날들이 기대된
다. 스타는 정직함, 인내심, 자존심 등을 가지고 있
는 모범생에게만 주어지는 자리인데 내가 선정되
어 기쁘고, 이제부터는 주위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
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다.

일본, 한국 여행기
5학년 1반 백서현

이 책 기억 전달자는 뉴베리 상을 받은 작품이
기도 하고 중학생과 청소년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
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모두에게 추천
합니다.

스타 활동
5학년 1반 박지인

2013년 11월 6일
스타(Students Taking Active Responsibility)는
중학생을 위한 리더십 활동으로, 선생님들이 모범
생을 선정하여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고 학생 대표
로 활동하는 기회이다. 저번 주에 나는 300명 중
18명만 뽑히는 스타 학생으로 결정되었다. 이런 특
별한 자리에 오르게 되어 기분이 좋았고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6학년 활동의 주제는(한국학교에서
는 5학년, 미국학교에서는 6학년임) 나를 아는 것
이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
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이 첫 모
임이었는데, 서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
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서로의 공통점
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013년 7월 8일
오늘은 일본에 가는 날이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준비를 다 하고 공항에 갔다. 외가 식구와 처음으
로 함께 가는 곳이라 더욱 두근두근 거린다. 오늘
은 맥주 공장과 온천, 호텔 등을 갔다. 버스에 적응
을 잘 못해 좀 힘들었지만 곧바로 적응했다. 온천
은 원더풀 하였다. 여기에서는 유카타를 입었는데
만화에서 나온 것이랑 똑같았다. 족욕하는데 물이
뜨거워 발을 데일 뻔 하였다. 맛있는 저녁도 먹어
서 좋았다. 게임방에 가서 사탕과 인형도 탔다. 마
지막엔 아늑한 이불에서 푹 잤다.
2013년 7월 9일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처음에는 노뽀리 벳츠
민속촌에서 기녀 공연과 닌자 공연을 봤다. 정말
재미있고 배우분들도 행복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
였다. 그 다음엔 식당에 가서 일본 전통 음식을 먹
었는데 맛이 있었다. 또 지옥 계곡에 갔다. 산에서
끓는 물이 꼭 지옥을 연상 시킨다 하여 지옥 계곡
으로 불린다. 아름다운 풍경에 볼 것도 살 것도 많
았지만 냄새가 고약했다. 어떤 돌의 냄새다. 또 배
를 타고 도야 호수 안에 있는 소화신산에 갔다가
사진을 찍고 돌아오는 길에 갈매기에게 일본식 새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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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깡을 주면서 이모랑 정말 재미있게 놀았다. 사이
로 전망대에 가서 예쁜 열쇠고리를 사고 맛있는 아
이스크림을 먹고 왔다. 맛있었다. 호텔도 정말 정
말 멋졌다. 야외 온천도 있어서 몸을 불리고 왔다.
온 가족과 기도한 다음에 이모와 함께 잤다.
2013년 7월 10일
오늘은 사포로에서 멋진 시계탑도 보고 사진도
찍었다. 엄청 맛있는 게 요리와 샤브샤브를 먹었는
데 너무 졸려서 많이 먹진 못하였다. 오르골을 파
는 곳에 가서 멋있는 회전 목마 오르골도 사고 아
주 아주 예쁜 오르골을 마음껏 구경했다. 유명한
라벤다 아이스크림도 먹었는데 맛이 좀 별로였다.
2013년 7월 11일
오늘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다. 공
항에 가기 전에 기념품 가게에 가서 기념품을 샀
다. 가이드 아줌마인 노상이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서 3박 4일 동안 일본에서 했던 일을 모두 말해 주
셨다.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공항에 가서 엄마가 예쁜 리락쿠마 스티커와 예쁜
시계를 사주셨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다. 오늘이 아
빠 생신이라서 아구찜을 먹은 다음에 전화를 드렸
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혼났다. 내일 난 친척
들과 피닉스 파크에 갈 것이다. 너무 기대된다. 과
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2013년 7월 12일
오늘 친척들과 함께 피닉스 파크에 갔다. 3시에
가야 돼서 3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지루하였
다. 기다리는 동안 도진이와 건호가 싸웠는데 건호
가 너무 유치한 일로 도진이와 싸워서 안타까웠고
내가 말을 곱게 해도 건호가 내 말을 듣지 않아 너
무 너무 서운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동생이 있
을까⋯⋯. 피닉스 파크에 성현이 큰 아빠와 함께
왔다. 도착해서는 몇 분 뒤에 저녁을 먹으로 닭볶
음탕 집에 갔다. 아주 맛있었다. 돌아와서 볼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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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러 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열이 좀 나서
금방 가자고 했더니 내 동생 건호는 노래방에 가야
하니까 나와 엄마를 먼저 보내라고 해서 무척이나
서러웠다. 다시 방에 돌아온 나는 몸이 좀 나은 걸
느끼고 있다. 안심이다. 그래서 나는 엄마와 함께
일기를 쓴다.

Apple Picking
5학년 1반 변기국

2013년 10월 13일
어제 출장에서 돌아오신 아버지와 함께 A
Apple Picking을 다녀왔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
늘에 구름이 많아 걱정이 되었지만 간단이 아침을
먹고, 아홉 시에 Weed Orchard를 향해 사발면과
뜨거운 물을 준비해 출발했다. 네비게이션을 키고
출발할 때, 얼마쯤 걸리는지 봤는데 1시간 반쯤 걸
린다고 예상이 되었다. 가는 동안 구름이 걷히고
맑아졌고 나는 경치를 보며 게임기를 가지고 놀았
다. 우리는 농장에 도착해 수레와 사과 따는 장대
를 빌렸고 먼저 옥수수 미로로 갔다. 우리는 6불을
내고 누나랑 나는 즐겁게 미로로 들어갔다. 예상과
는 달리, 우리는 2분 안에 나왔다. 우리는 Golden
Delicious를 따서 맛을 보고 맛있는 사과가 열린
나무를 골라 1/3씩 노랑색과 빨강색 사과를 봉지
에 담았다. 사과를 배부르게 먹고 중간에 준비한
사발면을 사과나무 아래서 먹었다. 그 다음에 우리
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Jonnagold를 따러 갔다.
Jonnagold로 봉지를 꽉 채웠다. 사과를 따는 게 너
무 재미있어 자꾸만 따다 보니 어느새 봉지가 가득
차 버렸다. 아쉽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과를
남겨주기로 하였다. 한 봉지 가득 담긴 사과가 무
거워서 먼저 계산을 하고 차에 싣고 나서 농장의
자랑거리인 apple cider doughnut을 사서 먹었다.
호박 밭에 가서 큰 호박을 들고 사진도 찍고 hay
rider를 타고 과수원을 한 바퀴 돌았다. 농장에는
많은 사람과 다양한 사과가 가득했다.

플레이 데이트

나 고마운 지 깨닫는 계기가 된 책이었다.
다른 친구들에게 꼭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다.

5학년 1반 변기국

아침엔 추웠지만, 학교를 마칠 무렵에는 하늘도
맑아지고 따뜻해졌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친구들
과 Highland Park에서 플레이데이트를 하게 되었
다. 집에 들러 축구공, 농구공, 그리고 간식거리를
챙겨 공원으로 갔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친구들
보다 먼저 도착해 친구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
다. 조금 있다 지후와 연택이가 도착해 셋이서 농
구와 축구를 번갈아 하며 재미있게 놀았다. 우리
셋이 축구장과 농구장을 맘껏 사용해서 신나게 놀
수 있었다.

푸른 돌고래섬을 읽고
5학년 1반 왕수아

작가 : 푸른 돌고래 섬(by 스콧 오델)
기 록 날 짜 : 2013년 9월 17일
푸른 돌고래섬은‘원아파레나 카라나’라는 여
자아이 이야기다. 이 아이 아빠는 알류투인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남동생은 야생 개들 때문에 죽어서
결국 이 여자 아이는 혼자 섬에 살게 되었다. (원래
는 마을 사람들과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섬을 떠
날 때 카라나와 동생만 남았고, 얼마 후 동생도 죽
은 것이다). 카라나는 결국 혼자서 집도 짓고 먹이
도 구하고 무기도 만들어서 동생의 원수인 야생 개
도 죽이며 혼자 18 년 동안 자기를 데리러 올지도
모른다고 배를 기다리면서 산다.
이 소녀가 혼자서 먹이도 구하고, 혼자 살아가
는 모습을 보면서‘어쩜 이렇게 성숙할 수 있나’라
고 생각하였다. 원아파레가 애처롭게 배를 기다리
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고,‘안 올지도 모르는 배
를 왜 기다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또한 이 책에
서 원아파레가 동물 친구들과 외로움을 나누는 것
을 보고, 내 주위에 친구들과 가족이 있는 게 얼마

쓰레기장
5학년 1반 왕수아

대서양에 있는 쓰레기장
텍사스 주만큼 크대요.
‘내가 버린 거겠지’
생각만 하면
지구에게 너무 미안해요.
점점 오염 돼 가는 지구
내가 살릴래요.
지구전체가 쓰레기장이 되기 전에⋯⋯.

한국을 다녀오다.
5학년 1반 유수정

이번 7월은 정말 즐거웠다. 7 월 중순에 한국으
로 출발하였다. 한국 가는 비행기에서 13 시간을
보낸 후 한국에 도착하였다. 비행기 안에서 자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천에 도착해서 경주 할머니 댁
에 도착하려면 차로 4시간을 가야하고 밤이 돼서
그때 자려고 자지 않았다. 할머니 댁에 밤 12시에
도착했다. 너무 신이 났었다. 하지만 너무 졸렸다.
우리는 인사하고 씻고 얘기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이 시끄럽게 떠드는 동안 꿈나라로 떠났다. 얼마나
잤는지 설거지 소리가 들렸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
었다. 엄마랑 할머니께서 아침을 차리고 계셨던 것
이다.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다. 우리는 경주에
일주일 동안 있었다. 구룡포, 포항, 감포에 갔다.
포항의 바닷물은 정말 차가워서 들어가지 못했다.
나는 발만 담갔다. 감포는 조금 차가워서 괜찮았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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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보냈다. 그리고 대구 외
할머니 댁에 갔다. 집에 가서 벨을 눌렀는데 아무
도 나오지 않아서 전화를 했다. 이모가 댁에 이모
부랑 할아버지께서 계시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아
무도 나오지 않아 담을 넘어 들어갔다. 이모부랑
할아버지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그리고 이모는
밖에 있다고 했다. 사촌들이랑 우리는 그렇게 해서
통영에 갔다. 가서 해수욕장, 산, 벽화마을, 바다
밑에 있는 터널을 갔다. 벽화 마을은 정말 예뻤다.
산에 올라갈 때는 케이블카를 타고 갔다. 정말 더
웠다. 해수욕장은 추웠고 거기에서는 모래찜질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 밑의 터널을 지났
다. 시원하였다. 다시 집에 와서 잘 놀고 이모랑 같
이 서울에 있는 이모 집으로 갔다. 가서 책도 보고,
옷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지내다가 며칠 후 공
항으로 가서 미국으로 돌아왔다.

비가 온다.
5학년 1반 유수정

밖에 비가 온다.
내 마음속에도 비가 온다.
아침엔 하늘이 우중충⋯⋯
낮이랑 밤에는 비가 주룩주룩
잘 때 무섭다. 천둥과 번개가 치기 때문에⋯⋯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비가 오면 슬픈 생각을 하게
된다.
비가 정말 싫다.
하늘이 울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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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레이 동굴을 다녀와서
5학년 1반 윤호성

가족들과 함께 버지니아에 있는 루레이 동굴로
여행을 갔다. 미국 동쪽에 있는 루레이 동굴은 가
장 크고 제일 인기 있는 동굴이다. 그곳은 1878년
양철공과 사진사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한다. 루레
이 동굴은 얼마 전에 다녀온 하우 동굴에 비해 규
모가 크고 종유석들이 멋있었다. 그 종유석들은 여
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재미있는 이
름은 동굴 베이컨이고, 제일 무서운 이름은 하데스
의 유령이었다. 또한 제일 예쁜 이름은 공주의 성
이었다. 그 밖의 다른 종유석 이름 중에는 계란 프
라이, 아이스크림 콘, 오르건, 그리고 개 집 등이
있었다. 루레이 동굴이나 하우동굴 모두 똑같이 오
르건이라는 종유석이 있는 것도 신기했다. 하지만
하우 동굴의 오르건은 석순에 입을 대서 노래를 부
르면 소리가 울리는데 비해서 루레이 동굴의 오르
건은 사람이 설치한 기계가 석순을 치면 그 떨림이
동굴 전체에 울려 퍼지며 소리를 내는 것이 달랐
다. 루레이 동굴의 오르건을 보고 있으니 마치 실
로폰을 연주하는 것 같았다.
루레이 동굴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중간 중간에
깊은 구멍이 많아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았다. 어
떤 곳은 너무 깊어 땅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었다.
그쪽은 위험해서 못 가게 막아놨는데, 옛날 사람들
은 이런 표시가 없었을 테니 누군가 다치거나 죽었
을 만큼 큰 사고가 있었을 것 같다. 그 덕분에 우리
가 안전하게 동굴 구경을 할 수 있게 된지도 모른
다.
또 한참을 걷다 보니 연못이 있었는데 물이 얼
마나 맑은지 위의 동굴 모습을 거울로 비춰 놓은
것 같았고, 안 보이는 곳까지 비춰줘서 동굴 안쪽
까지도 볼 수 있었다. 깊이도 3인치 밖에 안 된다
는데 투명한 물속은 1미터도 넘게 보였다. 나오는
길에 소원을 빌며 동전을 던지는 연못도 있었다.
형이 동전을 던졌을 때는‘퐁당’소리만 났는데,

내가 던졌을 때는‘봉’소리가 났다. 그래서 내 소
원이 이루어질 것 같았다. 이렇게 모인 동전은 기
부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깜깜한 동굴체험을 해 보겠냐고 물
어봤는데 나와 형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의 동의로
잠시 동굴의 불을 꺼 주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밀
려왔고, 옆에 있던 엄마의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았
다. 이렇게 몇 주일 동안 햇빛을 안보면 눈이 퇴화
되어 빛을 볼 수 없다고 했다. 책에서 보면 동굴에
사는 동물들의 눈이 없고 몸 색깔이 대부분 하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루레이 동굴에는 끊임없는 관광객이 구경을 하
고 있었다. 동굴은 정말 멋있었지만, 사람들이 자
꾸 만져서인지 종유석은 곰팡이로 색이 변하고 몇
몇 종유석은 잘려져 있었다. 나는 왜 사람들이 동
굴을 훼손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동굴을 훼손시키지 않고 잘 보전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라처럼 힘듦을 이겨내야겠다.

디즈니월드
5학년 1반 이나경

2013년 12월 14일
오늘 디즈니월드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갔다. 토
이 스토리 놀이기구 그리고 엘리베이터식 롤러코
스터 빼곤 다 재미있었다. 내 눈엔 재미있는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밥은 맛없던 것 같고 불꽃
놀이도 재미가 없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있는
커다란 파란색 모자는 뭐 그럭저럭 이었다. 나 빼
고 우리 가족 모두 다 즐기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
는 호텔이 최고였다. 밤에는 불꽃놀이를 봤는데
뭐, 별로. 불꽃놀이 다음에 엘리베이터식 롤러코스
터를 탔는데 진짜 무서웠다. 호텔로 가는 버스 시
간표를 보니까 버스가 늦게 왔었다. 그래서 배 한
번 타고 버스를 타고 호텔로 갔다.

소공녀를 읽고
5학년 1반 윤호성

소공녀는 조금 슬픈 이야기다. 맨 처음에는 소
공녀의 주인공 세라가 잘난척한다는 생각이 들고,
중간에는 세라가 불쌍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마
지막에는 기뻤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세라는 자기
가 공주라고 생각했고, 중간에는 세라의 아버지께
서 돌아가셔서 하녀가 되어서 슬펐다. 마지막에 아
빠의 재산을 받고 부자가 되어 잘살 때는 기뻤다.
이야기를 읽고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세라가 학교
에 다니던 중 생일날 아빠가 돌아가신다. 세라가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안 선생님은 돈을 얻으
려고 부자의 아들이나 딸한테만 잘 대해준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나중에 세라 아빠의 친구의 아들
과 친해졌는데 그 친구는 계속 음식을 주고, 선물
도 줬다. 그 다음에는 세라가 아빠의 재산을 받고
잘 살았다. 나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착하게 도와주어야겠다. 그리고

안네의 일기를 읽고
5학년 1반 이나경

안네의 일기를 읽고 나서 안네가 참 희망이 많
았던 아이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 생각은 사실
이다. 물론 그에 대한 이유도 있다. 이유는 바로 언
제 독일군이 자신들이 사는 처소에 쳐들어 올지 모
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 또한
이야기 끝에서 독일군에게 잡혔어도 완전히 희망
을 잃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야기 맨 끝에 안네가
살 희망을 잃지만 않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
른다. 하지만 안네가 희망을 잃지 않았던 시간만해
도 대단하다. 게다가 안네는 소녀였다. 어른들이
버티기도 힘든 시간을 소녀가 견뎠다고 생각해 보
아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같았으면 망연자실 포기해 버리고 말았을 거
다. 그만큼 안네는 대단한 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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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대 캐년을 보고
5학년 1반 이라나

저번 주에 Las Vegas를 가면서 미국 3대 캐년과
Sedona도 들렀다.
맨 처음에는 Sedona에 갔다. 비록 좀 늦게 가서
공원이 닫아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해가 지
던 때라 아주 멋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작지만
멋졌던 이 곳은 그 아름다움으로는 3대 캐년에 전
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두번 째는 Grand Canyon이었다. 이름만큼 역시
크고 웅장했다. 여기에선 Junior Ranger Badge를
땄는데, 이 것은 Ranger Program에 참여하고 어떤
문제집을 다 풀어야만 딸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시
간이 많이 걸려서 보려 했던 Bryce Canyon의 석양
은 못 봤지만 그래도 보람 있었다.
Bryce Canyon과 Zion Canyon은 그냥 차로 돌
며 잠깐씩 내려서 보았다. Bryce Canyon은 조금
걸었는데, 엄마는 힘들어해서 아빠와 나만 하이킹
을 20분간 했다. 아주 가파르고 위험한 길이라 힘
들었지만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어 좋았다.
Canyon들을 다니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힘들
어서 입술도 터지고, 고도가 높아 머리와 귀도 아
프고, 피부도 많이 건조해진다. 나중에는 더 체력
을 길러 한번 더 와야겠다.

뚱딴지 만화삼국지를 읽고
5학년 1반 이라나

한국에 살 때, 재활용박스에서 우연히 주워 읽
게 된 뚱딴지 만화삼국지 1권. 결국 너무 재미있어
2권부터 5권(마지막 권)까지 다 갖게 되고, 지금까
지 벌써 각각 열 번도 넘게 읽은 것 같다.
삼국지는 촉을 세운 유비와 그의 부하들, 관우,
장비, 제갈량, 그리고 위나라를 세운 조조와 오나
라를 세운 손권이 만들어나가는 치열한 전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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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다. 유비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고 성
실해, 돗자리나 짜는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고 삼고초려 끝에 제갈량을 만
나 촉을 세운다. 조조는 장군으로 시작해 세력을
날로 키우며 위나라를 세우고, 손책의 동생 손권도
손책의 지위를 물려받아 노력 끝에 오나라를 세운
다. 이렇게 세워진 세 나라의 싸움은 우리에게 자
만하지 말고, 의리가 있어야 하며, 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등 많은 교훈을 남긴다. 그렇지만 삼
국지 속의 역사에는 결국 비겁한 자들이 이기게 되
니 정작 책이 주는 교훈과는 다른 결과인 것 같다.
삼국지는 전쟁 이야기만 있는 것 같지만 감동적
인 이야기, 사랑, 그리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많이 담겨있다. 나중에 꼭 삼국지를 만화가
아닌 책으로 읽어 보고 싶다.

야유회
5학년 1반 이승은

2013년 6월 15일
정말 재미있었다. 오늘은 한국학교를 가지 않고
삼성 소풍을 갔다. 9시에 일어나서 아침으로 도넛
을 먹었다. 햄버거, 타코, 떡볶이, 김밥, 수박을 먹
고 아이스크림, 치킨 그리고 옥수수를 먹었다. 중
간에 얼음콘, 팝콘, 솜사탕도 많이 먹었다. 거기에
서 말도 탔다. 놀이 기구도 2개 탔다. 경품추첨을
해서 우리가 $160 을 받았다. 그런데 어떤 매매(부
루드2)가 엄청 많았다. 17 년 만에 많이 오는데 한
마리가 내 머리에 앉아서 내 타코를 떨어뜨렸다.
조금만 있으면 우리 동네에 올거다.

A Mango-Shaped Space를 읽고
5학년 1반 이승은

A Mango-Shaped Space는 읽을 때 마다 정말 감
동적이다. 3학년 때 아주 당황스러운 일을 겪은 미
아의 이야기이다. 공감각이 있는 미아는 글자, 소
리, 숫자가 다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다고 여긴다.
예를 들면, 전화기가“띠리링”하고 울리면 미아는
빨갛고 동그란 선분이 보인다. 그래서 3학년 수학
시간에 미아가 숫자는 색깔이 있다고 우겨서 다른
아이들이 미아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8학년까지 올라왔다. 그
런데 갑자기 그 사실을 말했다. 너무 참을 수가 없
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가족이 믿지 않았는데
특별한 의사들한테 다녀온 후 미아가 공감각이 있
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미아의 삶이 달라졌다.
학교 아이들이 다 알고 미아한테 많은 것을 물어본
다. 다른 공감각이 있는 사람들과 모이고, 이메일
도 쓰느라 바쁜데 학교에도 신경을 써야 해서 미아
는 너무 힘이 든다. 그러던 어느 날, 미아가 아담이
라는 남자 아이랑 입을 맞춘다. 그런데 미아의 고
양이가 죽었을 때 아담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
미아는 후회를 하게 된다. 나중에는 진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산다.

캐나다
5학년 1반 장희진

오늘이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여행을 시작하는
날이다. 목적지는 내가 4 년 동안 꿈에 그리던 캐
나다이다. 우리 가족은 오늘 나이아가라 폭포와 함
께하는 4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2개만 했다. 나머
지 2 개의 프로그램은 내일 할 것이다.
미국에서 6 시간을 쉼 없이 (휴게소 갈 때 빼고)
운전만 하는 아빠께서 너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
서 너무 죄송하고 고마웠다.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몇 번 밖에 안 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일찍 온 것
같아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런데 캐나다는 하늘부
터 분위기가 달랐다. 파아란 하늘에다가 솜 뭉치처
럼 생긴 구름이 아주 예뻤다. 미국의 하늘은 회색
인데다가 구름도 찢어진 옷 같은데.‘캐나다는 하
늘도 언제나 아름다운 천국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캐나다에도 한국 식당이 있
었다는 것이다! 정말 신기했다. 불어와 영어를 둘
다 언어로 사용하는 캐나다. 정말 기대 된다.
얼마 안 지나서 벌써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였
다. 정말 미국 쪽 폭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
나게 웅장했다. 차를 주차하고 가까이서 가보니까
생각 보다 무섭고,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됐다. 하지만 7살 아이가 그 높은 폭포에서 떨어
져 살았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다.
나이아가라 폭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4가지
가 있는데, 폭포의 뒤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떨어지
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는‘Journey Behind
the Falls’가 있고, 그 유명한 배,‘안개숙녀 호’를
타고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강한 물줄기가 대서양으로 가는 긴 여행을 볼
수 있는‘White Water Walk’도 있다. 마지막으로
나이아가라 폭포의 생성과정을 4-D 로 볼 수 있는
‘Niagara’s Fury’를 해서 4가지 이벤트가 있다.
Journey Behind the Falls 체험을 다 하고 기념품
가게로 갔다. 거기에는 정말 모든 것에 단풍잎이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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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겨져 있었다. 거기서‘Niagara Falls’라고 적혀
있는 후드 티를 입고 있는 어떤 무스 인형이 있어
서 언니의 돈 20$을 써서 그 인형을 샀다. 그 인형
을 데리고 점심으로 핫도그 2개를 먹었다. 아빠가
내 인형이 어떤 동물이라고 물어보셔서 내가“무
스요.”라고 대답하시니 아빠가“무스? 밥무스? ”
라고 하셔서 내 무스인형 이름이 밥무스가 되었다.
그래서 Journey Behind the Falls 다음 프로그램
인 4-D 로 볼 수 있는 Niagara`s Fury 는 밥무스와
함께했다. 폭포에 관한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당
연히 물이 튀고 땅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밥무스를 처음으로 받은 우비 안으
로 넣고 (약간은 무서워서), 밥무스의 손을 꽉 잡았

니다. 21 살 때 루게릭 병에 걸리신 호킹 박사님은
2 년 길어야 3 년 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3 년도 빅뱅이론을
충분히 다질 수 있다는 시간이라며 희망을 놓지 않
고 유일하게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
두 개로 컴퓨터를 쳐 마침내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2-3 년 밖에 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빅뱅이
론을 끝마칠 수 있었다고 말 하셨습니다. 이런 성
공도 성공이지만 스티븐 호킹박사는 2-3 년 보다
더 오래 살고 계십니다. 사람은 정말 신기한 것이,
몸은 굳어있어도 안에 있는 마음은 여전하다는 것
입니다. 인생 속의 불행을 잘 넘긴 일.‘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보다,‘나는 할 수 있어’라는 긍정

다. 하지만 생각보다 물이 차가워서‘설마 거기서
죽진 않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살아서
다행이었다. 나는 끝났는데도 무서워서 덜덜 떨었
는데 엄마, 아빠와 언니는 시시해서 돈 낭비한 것
같은 표정이었다. 나는 정말 왜 그 프로그램이 왜
무섭지 않은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보다 나이
가 더 많으니까 라는 생각을 했다.
내일은 오늘 하지 못한 두 개의 프로그램을 마
치고 Toronto로 갈 것이다.

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요즘
학교 폭력이나 그런 자존심을 잃게 하는 일이 이
세상에는 수 없이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이 아
닌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다는 것은 어느 것 보다
답답할 것 같을 느낌이 듭니다. 호킹박사님께서는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제가 연구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로운 생각 때문입니다. 내
몸의 장애는 내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전의 난 루게릭 병이 신이
내게 내린 불운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릅니
다. 내 자유로운 정신을 완성시키기 위한 선물이었
던 것 입니다. 나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장애인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장애인이 아
니기 때문이지요.”

내가 존경하는 인물
5학년 1반 장희진

당신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그
존경 하는 사람처럼 되겠다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
까? 저는‘빅뱅이론’을 주장한 스티븐 호킹
(Stephen Hawking)박사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존
경하는 이 훌륭한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제 생에의 가장 큰 업적은
살아있는 것 입니다’우선, 스티븐 호킹 박사님께
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봅시다. 스티븐
호킹박사는 온 몸이 마비되는 루게릭 병 환자이
십니다. 아직은 나을 수 있는 약이 없는 불치병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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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멜로 이야기를 읽고
5학년 1반 정윤아

마시멜로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다.
공부에 마법을 거는 빨강 마시멜로, 자신감을 주는
주황 마시멜로, 시간을 지배하는 노랑 마시멜로,
부자를 만드는 초록 마시멜로, 목표를 이루어주는
파랑 마시멜로,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주는 남빛 마

시멜로, 그리고 다이어트의 묘약 보랏빛 마시멜로
가 있다.
나는 이것들 중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 주는
남빛 마시멜로가 재미있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
자 제니퍼랑 친구들은 다 계획이 있었다. 제니퍼의
친구, 알리샤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알리샤는
생일파티를 요트에서 하기로 했다. 제니퍼는 이걸
듣고 알리샤가 모르게 친구 리나에게 알리샤에 대
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있었다. 제니퍼는 리나에
게 알리샤 부모님이 너무 돈을 많이 쓴다고 안 좋
다고 말했다. 그런데 알리샤가 생일파티 초대장을
제니퍼와 리나를 주려고 했는데 복도에서 제니퍼
의 말을 듣고 리나에게만 초대장을 주었다. 제니퍼
는 알리샤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초대를 받지 못해
속상해하였다. 그리고 자랑을 하는 리나에게 화를
냈다. 제니퍼가 엄마에게 속상한 이야기를 하자 엄
마가 친구들하고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제니퍼는 다음날 리나에게 사과를 하고 알
리샤에게는 요트파티에 쓸 물건과 액세사리를 만
들어서 빌려주겠다고 말했다. 알리샤 생일 파티에
는 가지 않았지만 제니퍼는 기뻤다.
이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은 친구를 욕하지 말
고 믿어야 하고 진정한 친구를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다는 것을 느꼈다.

그냥 엘라를 읽고
5학년 1반 하 예 린

이 책의 제목은“그냥 엘라”이고, 마가렛 해딕스
가 썼다. 엘라, 프린스 차밍과 제드가 주인공들 이
고 이야기는 지하 감옥, 숲과 성 등 다양한 장소에
서 일어난다. 이 책은 수알란의 전쟁의 시간에 걸
리고, 나중에 엘라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
다. 이 책에 포함되는 주요 사건들은 엘라가 무도
회에 간 후 매력적인 왕자님과 사랑에 빠진 때와
엘라가 실제로 모든 왕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을 깨닫는 때다. 그녀가 남편을 사랑하고 공의 밤
만이었고, 그녀는 차밍 왕자에게 진실을 말할 때
그는 매우 실망 했고 성의 지하 감옥 부분에 엘라
를 던졌다. 엘라 구멍을 파고 탈출을 계획하고 메
리에게 그녀가 필요한 음식과 도구를 얻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땅을 팠고, 마침내 탈
출 성공을 했을 때, 제드가 있는 난민 캠프에 도착
할 동안 며칠 동안 길바닥에서 잤다. 난민 캠프에
도착한 후에 제드가 엘라를 왕자보다 더 사랑한다
는 것을 몇 달 동안 증명한 후 약혼을 하고 엘라가
꿈꾸던 행복한 삶을 살았다.

크리스마스 준비
5학년 1반 하 예 린

요즘,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공연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공연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모든 방
들은 크리스마스 리본들과 나무로 치장됐다. 노래
를 연습하고 악기도 부는데, 제일 재미있을 부분은
우리 학교 전체가 학급으로 나눠서 노래 한 곡과,
짧은 연극을 한다. 부모님들은 못 와서 좀 실망했
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 기쁘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클럽들은 학교를 치장을 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고 있다. 학교에 있는 게시판들은 다른
학급들이 만든 작품들이 게시 되어 있고, 우리 6학
년 학급 전체는 음료들이 들어있는 컵을 예쁘게 치
장해 미술 선생님이 그려주신 화재 장소 옆에 붙여
놨다. 멋지게 꾸며진 우리 학교는 아주 섬세하게
꾸며졌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더 흥미 있고 재미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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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1반
담임 : 김미희 선생님

낙엽

산

6학년 1반 허인서
6학년 1반 유지희

산은
옷이 딱 네 벌.
봄에는 연두
여름에는 초록
가을에는 빨강
겨울에는 하양
해마다 뒤꿈치를 들어 자라지만
옷은 딱 네 벌.

단풍
6학년 1반 양지영

하나, 둘씩 떨어지는 잎사귀
하나, 둘씩 사라지는 단풍
휘~ 바람이 불면
휘~하고 날아가지요.
휘~ 하고 날아가면
내 추억도 함께 가지요.
아름다운 단풍
추억 속으로 가지요.

낙엽이 물들어간다.
학교의 나무들도
우리 집 나무들도
자신들이 가진 가장 예쁜 색색깔로
물들어간다.
바람이 분다.
여름의 따뜻한 온기는 어디로 갔는 지
토라진 내 친구의 마음처럼
내 볼에 차가운 바람이 분다.
낙엽이 진다.
나무들도 한여름 품었던 무거운 짐을
나도 가슴에 품었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있다.

‘여왕의 교실’을 읽고
6학년 1반 이예주

사실 이 책을 구입한 당시에 나는 책을 피하고
있었다. 2013년의 여름이었고 나는 한국에 있었다.
방학인 것도 불구하고 한국에 도착한 날부터 쉴 틈
없이 학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원을 가지
않는 날조차도 난 숙제로 바빴다. 책 읽을 시간이
면 잠 한숨 더 자야 한다는 생각까지 할 판이었다.
게다가 그 수많은 학원 중에는 정말로 말도 안되는
책을 읽게 만드는 학원도 있었다. 왜 이런 학원이
존재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자신이 원하는 책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면 되지, 수준이 맞지도 않는
어려운 책을 읽게 하는 학원에 돈을 들인다니 학원
을 신청하는 부모들이 참 한심하다. 내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교보문고였다. 나는 언제나 책
을 사랑했었다. 하지만 이번 여름, 교보문고를 방
문했을 때 나는 난생처음으로 나의 다음 먹잇감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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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을 찾아 뛰어다니지 않았다. 책에 관한 흥미가
없어진 것이다. 그것과 눈이 마주치기 전까진.
바로‘여왕의 교실’이었다. 나는 그 당시 이
MBC 드라마보다 사랑하는 게 없었다. 드라마 폐
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이 드라마에 대한 모
든 것을 알고 있었다. 원본인 일본 버전도 몇 개 볼
정도였다. 이 책을 본 순간 나는 만화 캐릭터처럼
눈이 두 배로 부풀었다. 즉시 달려가 책을 휙 집어
엄마한테 사주라고 보고하고 바로 읽기 시작했다.
줄거리는 드라마와 거의 같았지만 백번을 읽어도
매번 실감이 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 책과 드라마를 보고 나는 너무나도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다. 내 진정한 친구들 곁으로. 우정

혀 교육을 장려하였다. 또한, 많은 전쟁을 치르기
도 하였다. 393년에는 관미성을 되찾으려고 쳐들
어온 백제를 물리쳤고, 이것을 시작으로 여러 개의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5만의 원군을 신라에 보
내어 왜군을 몰아내었고, 고구려의 요동성을 되찾
으려는 연나라의 침략에도 당당히 승리를 이끌었
다. 한강 근처에서 서쪽으로 요하강, 북쪽으로 송
화강, 북동쪽으로 연해주에 이르는 막강한 왕국을
이루고 412년 광개토 대왕은 세상을 떠났다. 광개
토 대왕은 역대왕 들 중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
였던 왕이기도 하다. 그 영토를 지금까지 간직했더
라면 우린 백두산을 자동차로 여행할 수 있었을 텐
데 하며 아쉽게 생각했다. 광개토 대왕은 아주 용

이란 게 정말 깊은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
다. 특히 지금 시대는 공부에 관한 경쟁심이 너무
커져 친구와의 우정보다는, 자기 자신이 우선이 되
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더 커져 버린 것 같다. 사
람들에게 멈춰서 우정에 대해 한 번만이라도 생각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지금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감하고 지도력이 뛰어난 왕으로 내가 존경하는 왕
이다.

‘광개토 대왕’을 읽고
6학년 1반 이용우

고구려에서 고국양왕의 아들이 태어났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아기 이름을 담덕이라고 지었다. 담
덕이 무럭무럭 자라 씩씩한 아이가 되었던 어느 날
호랑이가 궁궐에 들어왔다.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호랑이를 피해 달아났지만, 어린 담덕은 호랑이와
눈싸움을 하며 맞섰다. 담덕의 기에 놀란 호랑이가
슬그머니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쳐 도망갔다. 담덕
은 호랑이도 겁내지 않을 만큼 용기있는 왕자였다.
391년 담덕은 고구려의 19대 왕으로 광개토 대
왕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영락’이라는 연호
를 사용하여 독립국가임을 선포하고 나라의 기강
을 바로잡았다. 그 이듬해인 392년에 아홉 개의 큰
절을 세우면서 불교를 널리 알리고 태학의 문을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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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투 테라비시아를 읽고
6학년 1반 나우민

이 책은 카설린 파털손이 쓴 책이다. 내용은 두
명이 이상한 월드에 가서 모험을 하는 거다. 어느
날 제스가 학교로 갔다. 그런데 새로운 여자가 학
교에 왔다. 이름은 레스리였다. 쉬는 시간에 달리
기 시합을 했는데 레스리가 이겼다. 그리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같은 곳에서 둘은 내렸다. 제스
와 레스리는 사는 곳이 어딘지 알게 된 후 친해졌
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곳이 있었다. 그곳은 머
리에 아무거나 생각하면 생각한 게 진짜로 나오는
곳이었다. 제스하고 레스리는 그곳에서 모험을 하
며 같이 놀았다. 어느 날 제스가 선생님이랑 박물
관으로 갔다. 돌아왔을 때, 제스의 가족이 걱정을
하고 있었다. 제스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강으로
가서 레스리를 찾고 있을 때 제스의 엄마가 레스리
가 죽었다고 했다. 제스가 레스리의 가족이 다른
곳에서 갈 때 제스가 나무를 써도 되냐고 물어봐서
레스리를 기념하는 다리를 만들었다. 이 책은 슬프
고도 재미있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6학년 1반 이예주

이 책은 학원에서 숙제로 내준 책이었다. 그래
서 당연히 지루할 줄 알고 한숨을 푹 쉬며 책을 열
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읽고 나니 내 안에 무언
가가 울리며 더 읽으라고 속삭였다. 책에 빠져드니
어느새 책을 끝내버렸다. 학원 숙제로 내어준 책이
이렇게 흥미로울 수 있다니 정말로 깜짝 놀랐다.
내용은 동감할 수 없는 책이었지만 왠지 주인공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책은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보통 사람들은 베르테르와 같이 한 이성을 미친
듯이 짝사랑하지 않는 한 아마도 베르테르가 많은
싸이코 중의 한 명이라고만 생각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베르테르와 같은 처지가 아니지만, 베르테
르가 싸이코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정신적
으로 문제가 있긴 한 것 같다. 하지만 그 정신적인
문제는 베르테르가 어떤 이성을 지나치게 사랑했
기 때문에 생긴 마음의 병이다. 베르테르가 사랑했
던 여자, 로테는 베르테르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
다. 그러니 베르테르는 싸이코가 될 수밖에 없었
다.
난 이성을 사랑해 본 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지
만, 만약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의 마음을 받아주
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나의 원래 일상생활로 돌
아갈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베르테르는 자신이 원
하던 장난감을 갖지 못해 떼를 쓰는 아이와 같은
처지인 것 같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온갖 힘을 쓰고 포기 하지 말라고 하지만, 결
국에는 포기 해야만 하는 일들도 있다.
베르테르는 자살시도를 몇 번이나 해보고 유서
도 수없이 써 보았다. 그렇지만 베르테르는 슬픈
마음으로 이런 미친 짓을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이었다. 베르테르는 자살을‘꿈’으로 표
현하기도 했다. 자신의 현실이 너무나도 악몽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자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그 남자는 너무나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기 때
문에 고통이 더는 느껴지지 않았다. 발레리나가 토
슈즈를 신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곧 아무 느낌
도 나지 않는다. 베르테르와 같은 처지이다. 다시
말하면, 베르테르의 마음은 발레리나의 고통스러
운 발과 같다.
베르테르가 자살할 때 사용한 총은 바로 로테에
게서 건네받은 것이다. 베르테르가 긴 여행을 간다
며 총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로테는 아무 말 없이
총을 빌려주었다. 로테는 베르테르가 행복한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며 총을 건네준 것 같다. 베르테르
가 행복한 길은 죽음이기 때문이다.
베르테르는 그 당시에 죽음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조금 더 버텼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
할 기회도 찾아왔을 것이다. 베르테르는 죽으면 모
든 걱정이 사라지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죽으면 미래라는 것이 없어진다. 동시에 새
로운 삶을 살 기회도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베르
테르는 어리석게도 공부를 하지 않기를 택하는 학
생과도 같다. 현재의 즐거움만 생각하고 미래는 생
각하지 않는 나와도 같다.

‘마틸다’를 읽고
6학년 1반 유지희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책이 큰 역할을 한다. 어
느 동네에 가나 서점과 도서관이 수북하고 가정집
에는 적어도 책꽂이 하나가 있는 세상에 예외인 마
틸다의 집은 다른 가정들과 달리 부모가 책보다 텔
레비전을 더 좋아하고, 집에 있는 책은 달랑 한 권,
요리책뿐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마틸다는 책을 아
주 좋아하는 천재 여자아이로, 책을 싫어하고 성격
이 몹시 나쁜 그녀의 부모님과 교장 선생님께 시달
린다. 마틸다의 부모님은 여자아이들은 그냥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나
는 작가가 책을 쓸 때 당시에는 왜 대부분의 사람
들이 그렇게 생각하였는지 궁금하다. 그녀가 처음
우리들의 솜씨

143

에는 그녀의 부모님에게 복수하는 차원으로 아빠
에게는 아빠 모자를 본드로 아빠 머리에 붙이고 엄
마한테는 앵무새를 유령으로 위장해 엄마가 집에
서 뛰쳐나가게 한다. 하지만 마틸다의 장난은 점점
심해져서 그녀를 괴롭히는 교장 선생님을 기절시
키는 일까지 일으키게 된다. 내가 생각하기엔 마틸
다의 복수가 너무 심한 것 같다. 마지막에는, 중고
자동차 사기 산업을 하던 마틸다 아버지의 일이 경
찰에게 들통이 나서 마틸다의 가족이 스페인으로
도망칠 때, 마틸다는 허니 선생님에게 입양되어 행
복하게 산다. 나는 작가가 마틸다의 부모님이 마틸
다를 싫어하는 것을 너무 과장해서 비현실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자기 딸을 싫

요. 하지만 친구라서 아무 말을 안 했죠. 그러던 어
느 날, 새도 예쁜 깃털이 생겨서 너무 기뻤어요. 나
무는 제일 기뻐해 주었어요. 나무가 말했어요.“이
제는 너에게도 꽃보다 예쁘고 열매보다 많은 깃털
이 생겼구나. 정말 축하해.”하지만 나무는 새가 자
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는 게 부럽기도 하고 땅에만
꼼짝없이 갇혀있는 자신이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
무엇보다도 혹시 새가 자기 곁을 떠나 훨훨 날아가
버릴까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는 새에게 물었어요.“넌 저
하늘 끝에 뭐가 있는지 안 궁금하니 가보고 싶지
않아”그러자 새가 대답했어요.“나도 가끔은 뭐가
있을까 보고 싶기도 해. 하지만 네 곁에서 노래 부

어하는 아빠도 다른 나라로 도망갈 때 차 뒷자리에
짐을 실어야 한다고 마틸다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
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책의 내용은 어른들에
게 억눌린 아이가 복수한다는 내용으로 거의 모든
아이들이 특히 부모님에게 크게 불공평을 느낄 때
상상해 볼 만 한 이야기이다. 이 책을 어른들이 한
번쯤 읽어보고,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아이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르고 노는 게 참 좋아. 언젠가는 가끔 구경하고 와
서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건 괜찮지 너도 어디가
궁금한지 알려주면 내가 다녀와서 자세히 말해줄
게.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나무와 새는 이때
깨달았어요. 둘은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요.
새는 오늘도 기쁘게 나뭇가지에서 즐겁게 노래
를 부르며 날아다녀요.

시를 이야기로 만들기
6학년 1반 이해나

옛날에, 새와 나무가 있었어요. 새는 나무와 가
장 친한 친구였어요. 나무가 잎이 피면 예쁜 잎을
구경하러 왔어요. 새는 말했어요.“너의 나뭇잎은
너무 보드랍고 예쁜 초록색이야. 네 잎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나무가 꽃이 피면 또 그 꽃을 보러 매일매일 왔
어요. 새는 또 말했어요.“너는 참 좋겠구나. 이렇
게 예쁘고 많은 꽃송이를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
겠다.”
새와 나무는 점점 더 친해졌어요. 계절마다 나
무는 언제나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또 단풍이 들
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새는 많이 부러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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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단풍구경
6학년 1반 문다미

2013년 10월 14일 월요일
친구 Ashley랑 부모님이랑 같이 매사추세츠에
단풍구경을 하러 갔다. 차에서 지겨운 3시간을 보
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Ashley하고 나는 너무 흥
분되어서 계속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하고 영화 두
편을 보느라 지루한 줄도 몰랐다.
매사추세츠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먼저 사과를
따러 갔다. 사과농장에는 사과나무들이 백 그루 넘
게 심어져 있었다. Ashley하고 나는 사과나무들 사
이를 천천히 걸으면서 깨끗하고 빤질빤질한 빨간
사과만 찾고 있었다. 사과 농장에서 일하시는 어떤
아주머니께 후지 사과를 찾기 위해 여쭈어도 보았
지만 찾지 못했다. 하지만 honey crisp라는 더욱

맛있는 사과를 발견하여 판매하는 봉투 중에서 가
장 큰 봉투에 가득 채웠다.
다음으로 간 곳에서 나는 잊지 못할 경험을 했
다. 그곳은 바로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
다. 사과 따는 곳은 따뜻해서 스웨터를 벗어야 했
는데 산의 꼭대기에 가니까 조끼까지 입어도 엄청
나게 추웠다. 바람이 강하고 높은 것 때문에 무서
웠다. 이 산이 유명한 이유는 이곳에서 제일 높은
산이었기 때문인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구름 속에
서 걷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엄마는 계속 우리를
보고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우리는 산이 있는 탑
을 구경하고 싶어서 카메라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우리는 짧은 하이킹을 하러

심하지 말고 전반전과 똑같이 플레이하라고 했다.
후반전이 시작 되었다. 우리가 또 터치다운을 해서
점수는 21:7이 되었다. 3 쿼터 14초가 남았을 때 상
대 팀이 공격을 해 왔다. 만약 이 터치다운을 하면
우리 팀이 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데이빗 하고 내
가 쿼터백을 태클해서 터치다운을 막았다.
4 쿼터가 시작되었다. 에이린이 패스를 했는데
데이빗이 놓쳐서 상대 팀이 공을 빼앗았다. 상대팀
이 다시 공격을 시작해서 점수를 낼 뻔했는데, 크
리스션이 공을 빼앗아서 50야드를 뛰었다. 겨우 1
분 21초가 남았다. 우리가 이겼다.
이번 게임은 우리 팀을 Play-off에 올라가게 했
다. 우리 모두 기분이 좋았다. 꿈만 같았다. 나의

갔다. 하이킹할 때 빨강, 주황, 노랑 단풍잎들이 이
불처럼 깔렸었고,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나뭇잎도
바람에 살랑거리면서 어떤 잎들은 땅으로 깃털처
럼 가볍게 떨어지기도 했다.
오늘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다. 사과로 봉투를
꽉 채우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높은 산을 오르고,
단풍을 즐기면서 하이킹도 했다. 정말 신 나는 날
이었다.

처음 챔피언십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풋볼, Glen Ridge를 이기다
6학년 1반 이용우

2013년 11월9일 토요일
한글 학교가 끝나고, 한승이 하고 난 우리 차를
타고 집으로 갔다. 한승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고,
우리 엄마하고 나는 바로 집으로 갔다. 집에서 풋
볼 기어를 입고 우리타운 풋볼구장에 갔다. 아이들
은 연습을 하고 있었다. 나도 연습을 하기 시작했
다.
6시 30분에 게임이 시작되었다. 주장들의 동전
던지기로 우리 팀은 수비로 게임을 시작했다. 우리
가 14:0으로 이길 때 1초 남았는데, 상대 팀이 터치
다운을 해서 7점을 얻었다. 전반전이 끝났다. 우리
코치는 비록 우리가 이기고 있지만, 후반전에도 방

영화관람
6학년 1반 김지혜

2013년 10월 10일 목요일
영화를 보기로 했다. 영화관으로 갔는데
Insidious 2가 있었다. Insidious 1은 봤기 때문에
나는 2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현진이는 하나
도 안 무섭다고 하여 나 혼자 보기로 했다. 사람들
이 엄청 많았다. 20분 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 영화는 어떤 아빠의 가족이 살면서
집안의 아빠가 이상해진 이야기다. 아가도 울고 아
빠가 자기 몸에서 빠져 나와서 다른 귀신 세상으로
들어간다. 재미있는 부분도 있어 별로 무섭지는 않
았다.

야구
6학년 1반 나우민

2013년 9월 6일 금요일
오늘 앤드류네 집에서 야구를 했다. 야구게임이
었다. 처음에 우진이와 앤드류가 먼저 시작했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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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이 났다. 내가 먼저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래도 재미있었다. 처음에는 앤드류가 13대 4로 이
기더니 나중에는 우진이가 이겼다. 그 다음은 나와
우진이와의 대결이었다. 내가 이기고 있었다. 정말
좋았다. 내가 챔피언이 된 것 같았다. 그러다가 다
시 우진이가 앞서고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이겼다. 너무 좋았다. 다음에 정말 야구선수가 되
어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었다.

캐나다 여행
6학년 1반 이주찬

2013년 9월 20일 금요일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캐나다를 갔다. 이곳은
보통 산이 아니라 로키마운틴이었다. 그 산이 왜
보통이 아니였느냐면 산이 거의 돌로 이루어져 있
었다. 나무도 없었고 그냥 큰 돌만 있었다. 나는 캐
나다 산이 다른 산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더 멋있
었고 더 아름다웠다. 다음은 호수의 물이 엄청나게
깨끗했다. 색깔이 파란색이었고 엄청나게 컸다. 이
렇게 좋은 호수는 처음 봤다. 그 호수의 이름이
‘lake Louis’였고 내가 봤던 호수들보다는 엄청 달
랐다. 비록 지루하고 추웠지만 아주 멋있었다. 우
리는 호텔로 갔다. 그곳에는 수영장 대신에 자쿠지
가 있었다. 자쿠지는 사우나 같은 거였는데 여자와
남자랑 같이 쓰는 것이었다. 오랜시간 차를 타고
다녀서 피곤하고 지루한 면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다.

캠프를 다녀와서
6학년 1반 문다미

2013년 9월 20일 금요일
이번 여름, 나는 첫 번째로 캠프를 갔다. 이 캠프
는 기독교의 캠프고 유명한 캠프라서 전 세계에서
오는 애들도 많았다. 나는 내 친구들이랑 차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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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떠들면서도 가슴이 두근두근하였다. 이번에 캠
프 가는 것도 처음이지만, 가족들과 떨어져 일주일
동안 혼자 내 친구들하고 모르는 애들이랑 있는 것
도 처음이었다. 나는 많은 것이 궁금하였다. 어떤
애들이랑 같이 일주일 동안 지낼 것인가 어떤 선생
님들을 만날 건가 음식이 맛있을까 아니면 내가 못
먹는 음식들만 먹어야 하는가 모든 것을 알고 싶었
다.
집에서 세 시간동안 달려 멀리 New York에 있
는 캠프에 도착하였다. 차가 슬슬 캠프 장소로 들
어갈 때, 말 소리가 들렸다. 여기에 진짜 말들이 있
었다! 우리cabin안에는 이층 침대가 여섯 개, 화장
실 안에 샤워도 다섯 개나 있었다. 우리보다 일찍
온 애들은 벌써 친구를 사귀고 서로 끼리끼리 재밌
고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있었다.
가방을 정리하고 침대에 베개랑 침낭을 깔고 난
뒤, 모든 애들이 저녁을 먹으러 갔다. 신기하게, 음
식은 참 맛있었다. 많이 먹고, 꽉 찬 배로 성경공부
를 들으러 갔다. 성경공부가 끝나고, cabin으로 다
시갔다. 어떤 애들은 샤워하고, 다른 애들은 또 시
끄럽게 뛰어다녔다. 내 친구들하고 나는 웃기는 얘
기를 나누면서 잠잘 시간까지 낄낄낄 웃었다. 캠프
첫 번째 날이 끝났다.
다음 날들은 매일 다른 재미있는 것들을 했다.
한 날은 rock climbing을 해봤지만, 나는 반보다 조
금 더 올라간 후 포기했다. 다른 날은 바닷가에 가
봤다. 실제로는 호수지만 모래도 있고 해서 바닷가
라고 부른다. 이날은 가게에도 가봤다. 가게 안에
는 가방, 모자, 사탕하고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았
다.
이제 수요일이었다. 오늘부터 점심을 먹고 각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친구
들이랑 바닷가에 가기로 하였다. 깊은 곳에 수영을
하고 싶다면 먼저 수영 테스트에 합격해야 했다.
세 바퀴를 수영을 한 다음, 팔하고 다리를 이용해
서 삼 분 동안 물에 떠 있어야 패스 할 수 있었다.
내 친구 Claire하고 나는 한번 만에 합격했고, 다른

친구들 Leeju이랑 Christine은 조금만 더 했으면 패
스를 할 수 있었지만 아깝게 떨어져서 다음 날에
다시 도전한다고 하였다. 내 마지막 친구 Ashley는
수영을 별로 싫어해서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 했고
다시 도전을 하지도 않았다.
금요일이다. 삼일 뒤가 집에 가는 날이었다. 하
지만 이날, 내가 제일 재미있는 것을 했다. Claire
하고 나는 별로 할 것이 없어서 tubing에 등록했
다. 오후에 우리는 바닷가에 가서 구명조끼를 입고
보트가 오기까지 기다렸다. 보트가 왔을 때, 우리
는 tube위에 가서 핸들을 꽉 잡았다. 보트가 느리
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트가 확 빨라졌
다. Claire하고 나는 소리를 지르면서 웃었다. 바람
이 내 머리를 휘감고 차가운 물이 얼굴에 튀었다.
Claire은 모두 두 번이나 물에 빠졌지만 나는 한 번
도 빠진 적이 없었다. Tubing은 무지 신 났었다.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꼭 또 하고 싶다.
토요일 밤이었다. 내 cabin 전체가 campfire에
마시멜로를 구우면서 무서운 괴담 얘기들을 서로
나누었다. 그날 밤, 11:30에 잠자리에 들어갔지만
다른 애들이 계속 회중전등을 사용해서 유령 이야
기를 더 나누어서 진짜로는 12:00에 잠이 들었다.
일요일. 캠프의 마지막 날. 나는 내 친구들이랑
강당에 앉으면서 내 부모들을 기다렸다. 내 이름을
부르고 난 뒤, 나는 엄마하고 아빠를 만났다.
캠프가 너무너무 재미있었다. 새로운 친구하고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다. 캠프에 있었을 때 나는
엄청나게 기뻤다. 내년에도 다시 오고 싶다.

수학박물관 Momoth를 다녀와서
6학년 1반 박한승

2013년 6월 30일 일요일
뉴욕시티에 있는 momoth 수학박물관에 갔다.
수학이랑 관련된 할 것들이 있다. 새로 열었다.
우리는 알갱이 위를 지나가는 배를 탔다. 알갱
이는 동그랗지 않았지만 잘 굴러갔다. 네모 바퀴

자전거도 탔다.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잘 굴러갔다.
입체도형에다 평면도형들을 붙여서 표면을 꽉 채
웠다. 패턴을 이용해 그림을 그렸다. 롤러코스터
길을 만들어 롤러코스터를 보냈다. 아래층에 갔다.
재미있는 게임들이 있었다. 꼬여있는 열쇠를 빼는
것, 입체퍼즐 1-9에서 3가지 수를 이용해서 13만들
기를 했다.
수학박물관은 아주 재밌었다. 수학을 이용해 박
물관을 만들다니 참 신기하다.

멕시코 가족여행
6학년 1반 허인서

새벽 3시. 시계가 울린 순간 나는 눈을 번쩍 떴
다. 얼른 엄마 방으로 갔다. 모처럼만에 가족과 여
행 간다는 생각에 새벽이지만 피곤하단 생각보단
빨리 여행을 떠나고 싶은 들뜬 마음이 앞섰다. 그
러나 가족들은 내 맘 같지 않았나 보다. 다른 가족
들은 벌써 3시냐고 물었고, 나는 맞다고 대답을 했
지만, 가족들은 한참을 있다 일어났다. 결국, 급하
게 밥도 안 먹고 간단히 씻기만 하고 옷을 챙겨입
었고 졸리는 눈으로 짐을 들고 나오는 가족들의 모
습이 마치 영화 속 좀비 같은 느낌이었다. 공항으
로 향하는 길에 아빠는 각자가 책임져야 할 짐을
정해주셨고,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내가 맡은 짐을
꼭 붙잡고 있었다. 비행기를 타는 것은 언제나 신
나는 경험이다. 이렇게 큰 비행기가 새처럼 하늘을
난다는 것도 신기하고 또 아래를 바라보는 재미가
있다. 언니와 나는 서로 창가에 앉으려 말다툼을
했지만 서로 조금씩 나눠 앉기로 약속했다. 4시간
이 약간 지루하다고 느껴질 때쯤 우리는 캔쿤에 도
착했다. 공항은 놀러 온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우
리는 버스를 타고 호텔로 향했다. 드디어 호텔에
도착하니 누군가가 꽃과 주스를 주었다. 우리를 누
군가가 환영해 준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 배
가 너무 고파 식당으로 향했다. 호텔에서 먹는 것
이 공짜라고 생각하니 신기하기도 했고 다양한 음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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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맛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식사가 끝나고
나는 빨리 수영하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을 졸라 바
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장으로 향했다. 각각
다르게 생긴 수영장이 5개나 있었다. 호기심에 5개
의 수영장을 돌아다니며 수영을 해 보았다. 가족들
과 수영장에서 함께 수영하고 장난치며 많은 시간
을 보냈다.
가족여행 중 가장 기억나는 일은 돌핀을 타 본
경험이다. 엄마, 언니와 함께 돌핀을 보러 갔다. 거
기서 돌핀에 대한 설명도 듣고 돌핀을 타 볼 수 있
도록 했다. 돌핀이 거꾸로 누웠고 나는 그 위를 타
서 함께 수영했다. 돌핀이 나를 업고 수영하는 것
도 신기했으며 사진도 찍어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

었으며, 실제 앤의 방에는 매튜가 선물한 퍼프 소
매의 원피스도 있고 뒤쪽에는 앤이 이름을 지은 연
인의 오솔길도 있다. 그리고 국립공원 바로 옆에는
작가 루시 M. 몽고메리의 무덤과 그녀의 집도 있
었다. 또한, 집에 돌아와서 빨간 머리 앤을 다시 읽
어보니까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도시들도 많이 나
와 있어서 더 친근하게 생각되었다. 옛날에 읽을
때와는 달리, 알고 나니까 옛날에 읽을 때 눈에 들
어오지 않았던 작은 도시 이름이나 이야기의 조그
마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 빨강 머리 앤의 배경
이 된 곳에 가 본 게 참 신기했다. 또 다른 유명한
책의 배경지에 가 보고 싶다. 참 인상적이었다. 퀘
백은 캐나다에 속해있는 주 중의 하나다. 퀘백은

다.

되게 이국적이면서도 친근감이 느껴지는 캐나다
의 작고 유명한 도시다. 우리가 퀘백에서 갔던 곳
은 퀘백시티와 몬트리올이다. 퀘백에서는 차로 이
동하는 것보단 걸어서 다니는 게 훨씬 편안했다.
걷기에 아주 좋은 도시였다. 퀘백 시티는 볼거리도
아주 많지만, 길거리를 걷다 보면 쇼핑할 곳도 그
리고 갤러리도 아주 많다. 걷기만 해도 다른 곳하
고 다른 기분이 들었다. 노트르담 대성당도 가보고
쇼핑도 하고 그림도 구경했다. 퀘백시티에서는 1
박 2일 동안 머물렀고 이튿날 바로 몬트리올로 향
했다. 몬트리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구시
가지와 신시가지였다. 엄마하고 쭉 둘러보는데 신
기한 게 아주 많았다. 그리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더니 먹을 것도 엄청나게 많았다. 역시 캐나다답게
메이플 시럽 파는 곳도 많았다. 메이플 시럽 로션
도 있고 시럽의 단 정도도 표시해 뒀다. 하나 하나
먹어 봤는데 되게 달았다. 구경할 곳이 참 많아서
아주 좋았다. 또 가고 싶다. 돌아오면서 짧게 알렉
산드리아 베이(Alexandria Bay)를 들러서 크루즈
를 타고 천 섬 투어를 했다. 아주 새로웠던 것은 섬
도 아주 많았지만, 그 섬들이 다 개인 소유권이 있
다는 것이었다. 그 위에 별장을 지어 여름휴가 때
다들 놀다 간다고 가이드가 설명해줬다. 재미있었
던 점은 섬의 조건들이었다. 섬이 하도 많아서 섬

캐나다를 다녀와서
6학년 1반 최서연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 가족은 캐나다를 다녀왔
다. 예전에도 두 번 가본 적이 있었지만, 간단히 계
획해서 다녀온 게 대부분이어서 이번에는 캐나다
만 집중적으로 가기로 했다. 우리가 간 곳은 퀘백
과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었다. 원래 노바스코샤도
갈 예정이었으나 운전시간을 생각해서 가지 않기
로 했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은 빨간 머리 앤의 고
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퀘백은 불어와 영어
를 다 사용하는 주다. 그래서 실제 프랑스 사람들
도 많은 편이다. 캐나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인 만큼 부분만 둘러보는데도 볼 것들이 아주
많았다. 나의 8박 9일 캐나다 여행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은 캐나다에서 가장 작은 주
다. 그곳에는 빨간 머리 앤 국립공원이 있다. 빨간
머리 앤은 작가 몽고메리가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배경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꾸
며 지은 이야기다. 빨간 머리 앤이 실제 있었던 이
야기는 아니지만, 그 책이 불티나게 팔린 뒤로는
진짜처럼 초록 지붕 집(Green Gables)을 꾸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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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두었다. 그중에서 기
억나는 하나는 섬에 적어도 나무 한 그루, 집 한 채
가 있어야 섬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 캐나다와
미국 바다를 모두 거쳐 둘러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제 투어(International Tour)였다. 그렇기에 국제
다리도 있었는데, 그중에는 집과 집을 이어주는 조
그마한 다리가 국제다리라는 것이었다. 또, 크루즈
를 타다가 보트를 운전하게 해 준다고 해서 나는
보트를 운전해 보았다. 진짜 내가 움직이는 대로
보트가 움직였다.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아주
신기했다. 다시 돌아와서 근처 우리 리조트로 갔
다. 리조트라 그런지 풍경도 아주 좋고 수영장과
오락실도 있었다. 리조트에서 신 나게 놀다 돌아왔
다.
우리가 계획이 있어 캐나다 여행을 평소보다 짧
게 잡아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좋은 여행이 되
어서 좋았다. 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와이를 다녀와서
6학년 1반 김승찬

하와이에 갈 비행기를 탔다. 6달 만의 가족여행
이라서 엄청나게 신 났다. 엄마랑 형이랑 갔다. 하
와이가 한눈에 보이자, 어떤 여행이 될 지 궁금했
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너무 더워서 부채
질을 하기 시작했다. 껴입고 있었던 자켓까지 벗었
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 너무 멋있었다.
드디어 우리는 투어 차에 올라 여행을 시작했다.
하와이에 가서 몰랐던 정보들을 수첩에 적느라
고 정신이 없었다. 한 장을 쓰고 난 뒤 우리는 거대
한 궁궐에 도착했다. 도시 시청이었다. 아주 멋져
서 사진을 10장이나 찍었다. 투어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셨다,“이 궁궐은 마지막 여왕이 살다가 망
해서 미국 깃발을 올린 곳입니다.”보니 진짜로 미
국 깃발이 정원 가운데에 세워져 있었다. 30분 뒤,
하와이 자연이 만든 한국 지도를 구경했다. 거의
똑같았었다. 사진을 찍고 또 찍었다. 그리고 옆 해

변에서 거북이들이 노는 것을 구경하였다. 호텔에
들어오자 무한도전의 촬영지였던 와이키키 해변
이 한눈에 보였다. 밤이라서 잘 안 보였지만 유명
한 곳을 보고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다음날, 비행기를 타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다
음에는 다른 섬들도 구경해야지.’좋은 견학이었
다.

과테말라 선교를 다녀와서
6학년 1반 권구형

2013년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일주일간 아
빠, 내 동생 지민이와 나는 과테말라 선교에 참여
했다. 선교는 다른 나라에 가서 봉사하면서 종교를
전도하며 널리 알리는 것이다. 특히 하느님과 예수
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다친 곳을 고쳐주고, 또 봉
사를 많이 했다.
첫 번째 날부터 힘들었다. 우리는 교회에 새벽 1
시까지 모여야 했다. 모두가 모이고 나서, 우리 모
두 다 같이 공항으로 갔다. 공항에서 우리는 3-4시
간을 기다리고, 비행기를 탔다. 3시간 후, 우리는
휴스턴, 텍사스 ( Huston, Texas ) 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또 우리는 3시간을 더 기다리고, 비행기를
갈아탔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3시간 후에 우
리는 마침내 과테말라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우리
는 계속 힘들게 일을 해야하였다. 우리가 가져온
짐들을 다 버스에 실어야 했다. 그러고 나서, 버스
를 타고, 5시간이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마
침내 우리는 숙소에 도착하였다. 그러고 나니 벌써
저녁 6시였다. 저녁을 먹고 나서 스케쥴을 듣고 나
서 나는 잤다. 왜냐하면, 내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예배를 드리고, 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
무 기대도 할 수 없었고 재미없을 것이라는 생각만
들었다.
다음 날, 우리는 새벽 6시에 예배를 드리고, 봉
사를 하러 나갔다. 첫 번째 봉사라서 그런지 약간
설레고, 부끄러웠다. 하지만 봉사를 계속 하다 보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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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재미있고, 신이 나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한 번은 봉사하다가 과테말라 친구들이랑 페트병
으로 축구도 같이 했다. 그때, 말은 안 통해도, 다
같이 재미있게 축구를 했다. 나는 그 8일 동안 과
테말라에 가서 아주 좋은 경험들을 많이 경험했다.
아이들의 모습, 축구, 봉사 등 나는 절대로 잊어버
리지 않을 거다. 이 선교에 와서 나는 많은 것을 느
꼈다. 나를 여기에 오게 하신 아빠에게 많이 감사하
고, 다음에는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여 와야겠다.
그리고 선교를 더 진지하고, 보람 있게 해야겠다.

World of life camp를 다녀와서
6학년 1반 박한승

Word of life camp에 갔다. 일주일동안 자고 오
는 캠프다. 두 번째로 가는 거다.
월요일 활쏘기를 했다. 과녘에 하나도 못 맞혔
다. 화살실이 팽팽해서 당기기가 어렵다. 등산도
했다. 텐트치기 좋은 자리를 배웠다. 땅이 푹신푹
신하고 뿌리 같은 것이 없어야 된다. 자유시간에
가가불과 카펫볼을 했다. 가가볼은 피구같은 놀이
인데, 무릎아래를 맞혀야 아웃이다. 카펫볼은 당구
공을 쓴다. 한사람이 공 6개를 가지고 카펫에 놓는
다. 주로 벽면에 놓는다. 차례대로 흰 당구공을 굴
려서 공을 맞혀 상대방의 공을 구멍에 떨어 뜨리려
고 한다. 먼저 공이 다 떨어진 사람이 진다. 당구와
볼링을 합친 게임이다. Monday Fun day 이라 밤
에 비치 파티를 했다. 핫도그, 칩, 쿠키를 먹었다.
화요일에 말을 탔다. 말이름은 Joe2 이다. 죠가
벌써 있어서 죠2가 되었다. 나는 비기너 그룹에 갔
다. 로데오 장 안에서 연습했다. 꼬깔 사이를 돌아
다녔다. 멈추는 방법과 가는 방법을 배웠다. 멈추
기 위해서 자신의 몸무게를 뒤에 놓고 워~ 말한 다
음 줄을 당긴다. 가기 위해서는 입으로 쪽쪽하고
말을 안 들으면 옆구리를 찬다. 가가 토너먼트가
있었다. 우리 캐빈이 3등을 했다.
수요일에 캐빈 그룹과 게임을 했다. 거대한 저

150

우리한국학교

울에 말없이 중심을 잡아야했다. 말도 타고 캠프파
이어도 했다. 영화도 봤다.
목요일에 크라임타워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 못했다. 이 날도 말타기와 캠프파이어를 하고
스모어를 먹었다.
금요일에 머드피트가 있었는데, 몸에 진흙을 묻
히기 싫어서 안했다. 말을 타고 산에 갔다. 길이 울
퉁불퉁해서 재밌었다. 말이 가면서 식물을 먹기 때
문에 머리를 잡아 당겨야 했다. 가면서 가지들이
걸려서 머리를 피해야 했다. 진짜 재밌었다. 축구
경기가 있었다. 우리 캐빈이 이겼다. 빨강팀이 2만
점을 얻었다. 그런데 밤에 총점에서 빨강팀이 졌다
고 말해줬다. 슬펐다. 빨강팀 지디선생님이 벌로
얼굴에 파이를 맞았다.
토요일에 집에 갔다. 이 캠프는 재밌는 활동이
많았다.

해피 해피 메인:)
6학년 1반 이해나

우리 가족은 이번 여름에 메인(Maine) 이라는
곳에 갔다. 이번 여름에 어디로 여행을 갈지 많이
의논했는데 안 가본 곳이 여기여서 메인으로 가기
로 결정했다. 너무 멀어서 10시간이나 걸린다는 정
보를 들은 우리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엄마 아빠
가 가면 정말 좋은 곳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는 안
심을 했다.
우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허겁지겁 갈 준비를
했다. 나와 내 동생 해준이는 어제 음식도 사고 준
비를 대부분 해서 할 것은 없었지만, 그것을 우리
와 같이했던 엄마와 아빠는 아직도 마무리하고 있
었다. 해준이는 출발하자마자 잤지만, 나는 원래
차에서 잘 못 자서 뒤척뒤척거리다가 드디어 잤다.
일어나니,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다. 나는 먼
저 샌드위치를 먹고 나중에 과자를 먹었지만, 해준
이는 바로 오감자를 먹기 시작했다. 조금 더 가보
니 이미 5시간을 운전해서, 우리는 잠깐 내렸다가

다시 차에 탔다. 그런데 차에서 놀고먹고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는 사이에 생각보다 빨리 드디어 메
인에 도착했다. 야호!!!!!
Day 1
호텔에 도착한 날밤, The Trenton Bridge
Lobster Pound에 랍스터를 먹으러 갔다. 유명한
곳이어서 줄이 길었지만, 우리는 한 5분만 기다리
고 바로 앉을 수가 있었다. 냄새만 맡아도 배가 꼬
르륵 꼬르륵거렸다. 처음 나온 건 랍스터가 아닌,
홍합. 하지만 그것도 엄청나게 맛있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음식을 다 바닷물에 끓여서 더 바
다맛이 났다. 랍스터를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어서
조금 많이 먹었다. 살이 정말 부드럽고, 다리를 쭉
빨면 국물이 많이 나왔다. 좀 짜긴 했으나, 맛은 정
말 있었다. 지금까지 먹어본 랍스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같았다.
Day 2
다음 날, 우리는 아카디아 국립공원에 갔다. 우
리는 운 좋게 그 근처 호텔을 예약해서 국립공원이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었다. 먼저 안내센터에서 입
장권을 사고 그걸 차에 붙이고 들어갔다. 어디 갈
지를 이미 정해둔 엄마. 먼저 Cadillac Mountain!
산고개를 따라 빙빙 올라가 보니 벌써 꼭대기! 아
니었다. 하지만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한 10분
있다가 다시 차에 탔다. 우리는 꼭대기에 가서 사
진을 많이 찍었다. 산 위로 올라오니, 산 앞에 있는
바다도 보였다. 하지만 신기한 건 내가 보기엔 물
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물도 너무 맑아서
산이 그대로 물에 비쳤고 산 위에는 구름이 엄청나
게 많았다.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다. 다음으로 우
리는 Thunder Hole이라는 곳으로 갔다. 거기는 파
도치는 소리가 천둥소리랑 비슷하다고 해서 갔는
데, 정말 그래서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왜 이름이
Thunder Hole인지 궁금했는데, 막상 가까이 가보
니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천둥 같은 소리 때문에

그 이름이 지어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옆에
있던 바위들도 올라가서 잠깐 있다가 갔다.
다음은 Jordan Pond로! 엄청나게 유명한 레스토
랑 Jordan Pond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넓고 넓
은 풀밭과 경치도 아름다운 곳에 예쁜 레스토랑이
있었다. 기다리는 알람을 받고, 옆에 있던 조그만
가게로 들어갔다. 들어가자, 블루베리 향이 솔솔
났다. 메인은 블루베리로 유명해서, 모든 게 블루
베리였다. 블루베리 향, 블루베리 펜케이크 믹스,
온갖 것이 많았다. 앗, 드디어 알람이 울렸다. 야
호! 우리는 재빨리 안에 들어가서 주문했다.
Jordan Pond가 유명한 이유 중에는 popover이라
는 빵을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
고, 정말 완벽하게 굽는다. 우리는 샌드위치를 시
키고, 나왔을 때 맛있게 먹었다. 내 샌드위치는 치
즈와 토마토였다. 치즈는 쫄깃쫄깃하고, 토마토는
신선했다. Popover는 정말 맛있었다. 밖에는 바삭
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운 빵이었다. 우리는 점심을
먹은 후,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기로 했다. 랍
스터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Ben & Bills로! 거기
에서 엄마, 아빠는 랍스터 맛, 나는 초코칩, 해준이
는 망고를 선택했다. 다 엄청나게 맛있었다. 우리
는 맛있게 먹으며 호텔로 갔다.
Day 3
이번에는 Sand Beach에 갈 예정을 세웠다. 하지
만 갔더니 너무 추워서 모래에서만 놀았다. 해준이
는 처음에 모래성을 만들었다. 일부러 바다가 닿지
않는 곳에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휩싸여 갔다. 나
는 그 후 모래에서 배를 만들었다. 날씨가 좋긴 했
지만 바람이 너무 세서 바닷물이 얼음 같았다. 들
어간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들어갔
다가 바로 나왔다. 우리는 거기에서 한 두 시간 놀
고, 다시 차로 가다가 lighthouse를 봤다. 간판에
미국 군대가 쓴다고 그래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는 작았다. 하지만 작아서 더 예뻤다. 그리고 바닷
가 옆에 있어서 바다를 내다볼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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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뭐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옆에
하이킹하는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갔다. 예쁜 꽃도
많았고, 공기도 좋아서 편안했다. 우리는 조금 걷
다가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차로 다시 가서 호텔로
갔다. 저녁으로 다시 Trenton Lobster를 먹으러 갔
는데, 닫혀 있었다. 우리는 실망했지만, 호텔 레스
토랑으로 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레스토랑이
바닷가 바로 옆에 있어서 바다를 바라보며 먹어서
참 좋았다. 그리고 바닷가를 따라 산책을 하고 하
늘의 수많은 별을 보았다.
Day 4
이날은 메인에서의 진짜 마지막 날이었다. 다음
여행지 보스턴으로 가려고 너무 늦게 출발하면 늦
게 도착할까 봐 일찍 가기로 했다. 우리는 우선 기
념품을 사기로 했다. 나와 엄마는 모자, 아빠는 스
웨터, 그리고 해준이는 인형 랍스터를 샀다. 점심
은 대충 빠네라에서 먹고, 마지막으로 Ben & Bills
아이스크림을 또 먹었다. 메인에 간 것이 엄청나게
좋은 경험이었고, 또 가고 싶다. 안녕, 메인!

축하해, 재웅아!!!!!!!
6학년 1반 권구형

안녕, 재웅아!
나는 너의 가장 친한 친구 구형이야. 너의 12번
째의 생일을 축하해. 와! 벌써 친구가 된 지 6년이
나 됐네. 한국에서 친구는 많이 사귀었니? 비록 나
는 미국에 있고, 너는 한국에 있어도, 나를 잊어버
리지 마. 이번 생일에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재미
있는 생일이 되기를 바래. 내가 다시 한국에 갔을
때, 우리 예전처럼 같이 아주 친하게 지내고, 편하
게 지내고, 재미있게 지내자.
재웅아! 다음에 같이 만났을 때, 아주 좋은 추억
들을 쌓아가자. 우리가 쌓은 추억들도 잊지 마.
마지막으로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너의 친구 구형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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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립시다!
6학년 1반 양지영

여러분, 할로윈을 아십니까? 그럼 외국인들에게
설날, 추석을 물어보면 알고 있던가요? 대부분 외
국인들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은 물론,
한국 문화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인식이 우리 역사의 왜곡을 일으키기도 합니
다. 우리 전통의 문화, 삶, 생활 방식 등을 외국인
들에게 알려 한국을 더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세계 각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
라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이든지 낯설지 않고 친숙
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둘째, 해외 각국의
외국인들이 우리 민족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할 것
이고 셋째, 우리 문화 자체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
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 문화를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계 어
느 나라에 살더라도 우리 고유의 명절을 지키면 좋
겠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거주 시 외국어와 더불
어 한국어를 같이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유의 음식, 전통 의상, 민속놀이, 전
통 악기 등 우리 고유의 생활 방식을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 문화를 알리는 것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고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
고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립시다!

6학년 2반
담임 : 김지연 선생님

기초2반 안 준 서

기초2반 안 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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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es of Two Cities라는 책을 읽고
6학년 2반 권지원

오늘은 Tales of Two Cities 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은 프랑스 혁명과 혁명 중에 일어나는 낭만적
인 사랑 이야기에 관한 것이다. 또 프랑스 혁명 기
간 동안 프랑스 정부가 어떠했는지,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여준다.
혁명 전, 한 불행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의 아
버지는 어떤 공작 때문에 평생동안 감옥에 있었
다. 불행하게도, 그 여자는 그녀의 아버지를 감옥
에 넣은 공작의 아들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했다. 그
러는 중에 공작의 아들을 닮은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는 그 여자를 좋아했다. 하지만 운명인지
그 여자는 공작의 아들과 결혼하게 된다.
혁명이 시작하자, 공작의 아들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된다. 공작의 아들의 부인은 슬퍼한다. 그
것을 지켜보던 변호사는 공작의 아들을 도와주게
된다.

Bryce Canyon을 다녀와서
6학년 2반 권지원

아빠의 제의로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여행을 가
게 되었다. 비행기를 5 시간 타고 Salt Lake City에
내려서, 한 시간 동안 차를 타고 브 라이스 캐니온
을 갔다. 도착하니, 벌써 해 질 녘 이어서 차에서 바
로 해 질 녁 경치를 보러 갔다. 그 다음 우리 가족은
캐니온 옆에 있는 캐빈에 걸어갔다. 캐빈 밖을 보
면 더러울 것 같았는데 안은 생각보다 좋았다.
나는 그 다음 날 아침 6 시에 일어나서 아침 경
치를 봤다. 해 뜨는 모습이 참 멋있었다. 아침을 먹
고 산악을 하게 되었다. 목적지가 참 멀다고 느꼈
는데 그리 멀지 않았다. 1 시간 후, 아빠와 나는 퀸
스 가든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퀸스 가든은 영국에
있는 Victoria여왕 동상과 비슷한 돌이 있다고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그렇게 닮지는 않아서 실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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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멋있었다.
퀸스 가든을 다 보고 난 뒤, 우리는 다시 캐빈으
로 향했다. 하지만 아빠가 지도를 잘못 보셔서 말
들이 걸어가는 가파른 언덕에 도착했다. 결국 우리
는 물어, 물어 다시 퀸스 가든으로 가서 다시 출발
했다. 그로부터 1시간 후, 우리는 캐빈에 도착해서
두 번째 아침밥을 먹었다.

색동 나뭇잎
6학년 2반 이진아

울긋불긋 색동 옷으로
갈아입은 계절
가을이 나를 반긴다.
가을은 오면서
친구들을 부른다.
나뭇잎 친구들을
빨강색 아이는
불꽃처럼 덩실덩실
노랑색 아이는
부채처럼 너풀너풀
주황색 아이는
여우꼬리처럼 살랑살랑
가을이 왔다고
고운 빛으로 속삭이는
색동 나뭇잎
살며시 들어올려
주머니에 쏙 넣은
색동 나뭇잎
내 나뭇잎.

플로리다로 가자!
6학년 2반 이진아

지난 여름 가족과 플로리다로 여행을 갔다. 여
행 전날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설레어 잠을 못
잤다.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1분이라도 더 빨리 마
이애미에 도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흥분은 쌓
여 갔고, 착륙하자 너무 기뻐서 말이 많아졌다.
둘째 날엔 마이애미 해변에서 물놀이를 했다.
보석처럼 빛나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파도는
한없이 밀려왔다. 바다 속 고운 모래 위를 걸을 때
엔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다. 하얀 거품들이 밀려갈
때 마음 속 스트레스도 함께 쓸려가고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목적지는‘Key West’였다. 끊임없는 다리
로 이어진 길은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장관이
었다. 이 곳은 Earnest Hemingway 작가가 한 때
살았던 곳으로, 그가 살던 집은 현재 관광 명소가
되어 있다. 그 곳에는 발가락 여섯 개인 고양이들
이 있다. 그 고양이들은 유명한 Hemingway가 키
우던 후손들이고 여전히 뛰놀고 있는데 좀 징그럽
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역사적인 집을 구석구석
탐험한 뒤 미국의 가장 남쪽 끝‘Southernmost
Point’에 갔다. 쨍쨍 내리쬐는 붉은 태양 아래를 걸
어야 할 때는 힘들었지만 남쪽 끝에서 바라보는 경
치는 더 아름다운 것 같았다.
3일 간의 마이애미 관광을 마치고 올랜도로 이
동한 우리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향했다. 웅장한
호그와트 성과 사람들로 넘쳐났던 호그스미드도
구경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웠던 롤러코스
터를 탔다. 멋진 시뮬레이션도 경험해보며 짜릿한
하루를 즐겼다. 길고 긴 줄에서 오래도록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그 때의 설렘과 흥분, 그리고 재미
를 잊지 못할 것 같다.
올랜도를 벗어나‘Port Canaveral’에 도착한 우
리는 디즈니 크루즈에 승선했다. 축구장만큼 큰 유
람선은 아름답고 웅장했다. 수많은 디즈니 캐릭터

들을 만나고 사진도 찍었다. 군침을 돌게 하는 식사
들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을 수 있었고 환상적
이고 재미있는 공연들을 매일 보았다. 밤의 주인공
이었던 화려한 불꽃놀이와 그림 같던 섬에서의 휴
식⋯⋯ 하루하루 흐르는 시간이 아깝고 아쉬웠다.
이 여행은 뜻 깊고 잊지 못할 것 같다. 플로리다
의 아름답고 생생한 풍경을 머릿속에 담아 그 기억
을 보고 또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가족과 한 발
자국 더 가깝게 해 준 이 여행, 말로 표현하지 못할
굉장한 경험과 모험으로 가득한 소중한 순간들이
었다.

단풍잎
6학년 2반 황태현

빨간색, 갈색, 노란색 단풍잎
가을이다.
단풍잎은 가장자리가
뾰족한 창 같다.
단풍잎은 케첩과 같은
빨간색이다.
단풍잎은 까칠까칠한
아빠 손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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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에서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6학년 2반 황태현

우리 가족이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에 간다
고 해서 나는 기분이 상당히 좋아졌다. 왜냐하면
내가 내 친구들한테 나의 자랑을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내 친구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아주
멋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가고 싶어
졌다. 그래서 아빠, 엄마랑 나는 차를 타고 나이아
가라 폭포에 가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7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간 후, 드디어 나이아가라 폭포에 도착
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주 멋질 줄 알았는데,
내가 예상했던 만큼은 아니어서 조금 실망했었다.
하지만 우리 가족 세 명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좀더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기 위하여 배를 탔다. 우리는
파란색 비닐 우비를 꼭 입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폭포물이 너무 세고 소나기처럼 세게 내렸기 때문
이다. 엄마와 아빠는 폭포와 함께 나오는 사진을
배 위에서 찍었는데, 나는 사진을 하나도 찍지 못
했다. 배멀미가 너무 많이 나서 뱃머리를 꽉 붙잡
고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약을 가지고 올
걸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 두 분이서 열심히 사
진을 찍고 있는 엄마, 아빠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아들은 멀미가 나서 힘들어 하고 있는데 나이아가
라 폭포의 멋진 모습에 푹 빠져서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빠가 나이아가라 폭포의 야경을 보러가자고
해서, 우리는 나이아가라 야경을 볼 수 있는 엘리
베이터를 타고, 타워 정상에 올라갔다. 나이 아가
라 폭포의 야경은 정말 멋있었다. 점심엔 나이아가
라 폭포물의 색깔이 무색으로 투명했지만 밤에는
여러가지 색깔로 변신했었다. 아마도 레이저를 쏘
고 있는 것이라고 아빠가 말씀 하셨다. 무지개 색
깔, 완전히 빨간 색깔, 파스텔 색깔, 정말 다양한
색깔의 나이아가라 폭포물이었다. 정말로 천국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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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아가라 폭포는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폭포
중에서 제일 멋지고 장엄했다. 나는 다시 한 번 나
이아가라 폭포에 가고 싶다. 그 때는 꼭 멀미약을
챙겨서 거센 폭포수 가까이에서 맞으며 멋진 사진
을 엄마, 아빠랑 꼭 함께 찍고 싶다.

단풍 나뭇잎 편지
6학년 2반 이현주

나의 얇고 투명한
주황색 나뭇잎 편지
가을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해와 같은 환한 빛이 나고
마음에 스며드는 평온함을 주는
나의 주황색 나뭇잎 편지
나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단풍 나뭇잎 편지
공책에 단풍 나뭇잎 편지를 테이프로 붙이며
또 다른 추억이 만들어진다
곧 운명을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나의 단풍 나뭇잎 편지

첫눈
6학년 2반 이현주

내 손등 위에 눈꽃이 내리고
살살 녹아서 없어진다.
첫눈은 나에게
순수한 하얌이 나를 둘러싸고
고민이 다 사라진다.
첫눈은 나에게
첫눈은 나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품게 해 주는 존재이다.

가을
6학년 2반 이준영

등산
6학년 2반 이준영

아빠가 한국에 가기 전에 여행을 가자고 하셔서
뉴 햄시어의 Flume Gor 에 산악기차를 타러 갔다.
가장 먼저 Flume Gorge 에 갔다. 폭포들이 참 많
았다. 정말 멋있는 풍경이였다. 다음으로 큰 바위
의 얼굴을 보러 갔다. 가는 길이 정말 추웠다. 도착
을 했는데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큰바위 얼
굴 이야기가 정말인지 궁굼했다. 마지막으로 워싱
턴 산에 산악 기차를 타러 갔다. 그런데 표가 다 떨
어져서 가장 늦은 시간의 표를 샀다. 그래서 집에
새벽 1시에 도착할 예정이다. 멋있기는 멋있었는
데, 다리가 아프고 잠이 온다. 다음에는 미리 예약
을 했으면 좋겠다.

엄마와 인터뷰를 하고
6학년 2반 이준영

나는 엄마(주부)와 면담했다. 엄마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엄마는 주로 빨래, 청
소, 요리 등 집안일을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
을 하신다. 엄마는 아프거나 속상할 때 집안일이 가
장 하기 싫다고 하신다. 이번 면담을 하면서 새삼스
럽게 엄마가 하시는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나무에 단풍이 들었다
진한 붉은 색의 단풍이 들었다.
가을이 왔다.
하늘 위에 별처럼 단풍이 들었다.
가을처럼 포근한 집에서
메이플 스토리 게임을 하고 싶다.

나뭇잎을 보면
6학년 2반 변민빈

알록달록한 나뭇잎,
꽃처럼 아름다운 나뭇잎,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린다.
흔들리는 손처럼 흔들린다.
아궁이 속의 불처럼 붉고,
붉은 노을처럼 아름다운.
무더운 날의 나뭇잎 파라솔처럼 흔들리며
바람에 날아다니는 나뭇잎
칠미호의 꼬리 생각이 나는
일곱 줄기로 나누어진 나뭇잎.
이렇게 아름다운 나뭇잎이
세상에 또 있을까

애플 픽킹
6학년 2반 변민민

우리가족, 나, 내 동생 기국이, 엄마, 그리고 아
빠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차에 타시고 사과 과수
원으로 갔다. 한참 뒤에 도착한 우리는 차에서 필
요한 물건, 사과 깎아 먹을 칼, 사진 찍을 때 쓸
Ipad, 뜨거운 물, 컵라면 등등, 이것들이 담긴 가방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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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고 입장했다.
나와 기국이는 3불씩 내고 옥수수 미로에 들어
갔다. 미로가 생각보다 크고 어렵지 않아서 쉽게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사과나무 쪽으로 간 우리는
사과 맛을 먼저 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과를 따기
시작했다.
먼저 한가지 사과를 반 봉지 딴 후 컵라면과 옥
수수를 먹으면서 쉬었다. 충분이 쉰 다음에 우리는
나머지 반을 다른 두 가지 사과로 채웠다. 사과를
다 딴 후, 우리는 사과를 사서 차에 갔다. 즐겁게
논 후 용품을 다 돌려주고 사과 도넛을 사 먹었다.
그 후, 우리는 지푸라기를 이동시킬 때 쓰는 수레
를 타고 과수원을 한 바퀴 돌았다. 돌면서 나는 과
수원이 얼마나 큰 지 보고 놀랐다. 아빠가 수레 정
류장에 놓았던 전화기를 찾은 후 우리는 차에 타고
사과를 가득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면담- 우리 아빠
6학년 2반 이제이미

저는 오늘 우리 아빠랑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하시는 일은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미
국에 있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일입니다. 파시는 물
건은 film 인데, 식품 포장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살면서 속상하신 일은 딸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거나 또는 아빠와의 약속을 못
지켜서 아빠께 혼날 때 너무 슬프시데요. 그리고
딸들이 아빠께 징징거릴 때 속상하시데요. 반대로,
기분이 좋으실 때는 우리들이 태어났을 때와 우리
들이 똑똑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실 때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아빠의 계획이나 바램은 아빠의 딸들
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
동생이 아프다고 징징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빠의 너무 멋진 말씀을 들었습니
다. 저는 우리 아빠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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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다녀와서
6학년 2반 김재원

나는 2년 동안 한국에 계신 가족들이 아주 많
이 보고 싶었다. 그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아버지
의 회사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이 나왔다.
나는 정말로 마음이 떨리고 설레였다.
미국에 있다 한국에 오니 많은 것들이 달랐다.
한국에 도착하여 어머니와 내가 처음으로 간 곳은
충청북도에 있는 제천이다. 제천에는 우리 할아버
지의 과수원이 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서울에
서는 골프장을 운영하시고 제천에서는 과수원일
을 하신다. 나와 내 동생은 우리 할아버지의 일을
많이 도와 드렸다.
KTX 를 타고 많은 시간이 지나 우리는 부산에
도착하였다. 나는 KTX 를 내리자마자 빨리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고 싶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해운대 해수욕장을 상공에서 보면 활처럼 생겼다
고 하셨다. 나는 어머니와 해안선을 따라 걸었다.
서서히 붉어지는 노을이 참 인상적이였다.
우리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성우이신 할머
니께서는 좀 바쁘시긴 했지만 같이 있을 수 있어서
기뻤다. 우리 가족은 서울에 있는 한강과 서울 N타
워도 가 보았다. 이모한테 한국 악기인 해금도 배
워보았다.
한국에서 지낸 3 주일은 아주 좋았다. 일주일을
더 있고 싶었지만 미국 학교의 개학 때문에 갈 수
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있었던 추억이 아직도 생생
하다.

빨강, 주황, 노랑
6학년 2반 김재원

따뜻하고 포근한 색깔로 나뭇잎이 물들었다.
자연스러운 숲 속에 알록달록한 나뭇잎들이 무성
하다.
내 동생의 작은 손이 생각난다.

가족 여행

다양한 나뭇잎
6학년 2반 김나은

6학년 2반 김나은

작년 크리스마스에 이모와 사촌언니들과 함께
South Carolina 를 다녀왔다. 우리 가족은 아침 일
찍 출발하여 차를 타고 14 시간을 달려 North
Carolina 에 도착하였다. 그 곳에 계시는 아빠 회사
친구분의 댁에서 1 일 동안 신세를 지고 왔다. 점
심을 먹고 다시 3 시간 정도를 달려서 South
Carolina에 도착하였다.
도착을 해 보니 사촌들이 다 와 있어서 같이 바
다와 등대 구경을 했다.신발을 벗고 바다 주변을
돌았는데 모래가 보들보들해서 느낌이 참 좋았다.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
생김새도 느낌도 크기도 다 다른 나뭇잎.
다가가서 하나를 만져보니
거칠거칠한 우리 할머니 손 같은 나뭇잎.
툭 하고 건드렸는데
뒹굴 뒹굴 굴러다니니까
뾰족뾰족 귀여운 고슴도치가
굴러다니는 것 같은 나뭇잎.
휙 하고 날라가는데 다시 보니
아름다운 꽃봉오리 같은 나뭇잎.

그 다음 우리는 저녁으로 고기를 먹고 사촌언니들
과 함께 수영을 하러 갔다. 그 때는 겨울이었는데
South Carolina 는 좀 따뜻해서 수영복에 수건만
걸치고 가도 괜찮았다. 수영장에는 아무도 없어서
조용하고 우리들 끼리만 수영을 할 수 있어서 재미
있게 놀았다. 다 놀고 나왔는데 밖에서 불들이 탁
하고 켜지면서 밤을 아름답게 비추어 주는데 참으
로 아름다웠다. 그 다음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아
주 잘 잤다.
그 다음날 아침에 침대 옆에 무엇인가 놓여져
있어서 봤더니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었다. 나는 그
것을 보고 너무 기뻤다. 그 후 아침을 먹고 밖으로
나가서 놀 것을 찾아봤는데 그곳에는 유명한 부두
가 있다고 해서 그 곳으로 가서 걸었다. 나는 시끄
러운 곳에서 걷는 것은 싫어하는데 그 곳은 사람들
도 많지 않아 시끄럽지 않고 갈매기와 오리들도 많
아서 많이 구경을 하고 다시 호텔로 돌아갔다.
그 후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은
그 곳에서 마지막 날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가 싫었다. 그 곳은 따뜻하고 호텔도 좋은지라 떠나
기가 싫었던 것 같다. 호텔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다지 멀지는 않아서 다시 North Carolina 에서 지
낼 필요는 없었다. 나는 그 곳에서 보낸 시간이 참
좋았고 기회만 된다면 다시 그 곳으로 가고 싶다.

바람결에 모든 나뭇잎이 하늘에 날아가는데
아름다운 눈이 내리는듯한 나뭇잎.
아주 다양한 나뭇잎.
가지각색 나뭇잎.

가을
6학년 2반 조성빈

가을 하늘은 넓은 도화지
구름들이 나비, 토끼, 학교, 자전거 등
다양한 모양을 만든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
배, 붉은 사과, 감 등 맛있는 과일이 풍성하다.
해바라기 꽃을 보니 해가 방긋 웃는 것 같다.
가을은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에 거리를 걸으면 나뭇잎들이 비처럼 떨어진다.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추운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을 즐기자.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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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가을
6학년 2반 도원혁

여름 후 가을
단풍이 오네.
자연의 나무,
나무의 잎,
자연의 잎.
빨개지는
손가락 3개 같은 나뭇잎,
바람에 날라가네.

무제
6학년 2반 조소현

“가을 온다”라고 경고하며
하늘에서
하나, 둘, 셋씩
내려오는 붉은 잎
하나, 둘, 셋씩
쌓여서
가을 잎바다를 이루네.

6학년 2반 조소현

6학년 2반 이준영

1. 라면이나 국같은 음식을 먹을 때 자꾸 안경에
김이 이끼는 것.
해결책 - 김이 안 끼는 안경을 만든다.
2.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걸어갈 때 가방이 젖
는 것.
해결책 - 가방에 작은 우산을 장착한다.
3. 왼손잡이인데 사용하려는 물건이 오른손 잡
우리한국학교

해결책 - 귀마개를 쓴다.
9. 신발 끈이 자주 풀리는 것.
해결책 - 찍찍이 신발을 신는다.
10. 더워서 선풍기를 틀고 책을 읽는데 책장이
넘어가는 것.
해결책 - 무거운 것을 올려놓고 읽는다.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용서받고 싶은 일 10가지

생활에서 불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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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일 때.
해결책 - 왼손잡이용품을 산다.
4. 시계에 오차가 생겨 약속시간에 늦을 때.
해결책 - 전파시계를 산다.
5. 잠이 너무 오는데 안경을 쓰고 있어서 안경을
갔다 놓고 오면 잠이 깨 버릴 때.
해결책 - 침대 옆에 안경 스텐드를 만든다.
6. 차 탈 때 문이 낮아 들어갈 때 머리를 부딪칠 때.
해결책 - 고개를 숙이고 판다
7. 누워서 책을 볼 때 너무 불편해서 엎드려서
보면 팔꿈치가 아픈 것.
해결책 - 옆으로 누워서 책을 읽는다.
8. 집이 도로 옆이어서 시끄러울 때.

1. 부모님께 짜증을 가끔 내서 죄송합니 다.
2. 오빠와 매일 싸워서 죄송합니다.
3. 한국학교 숙제를 가끔 못해서 죄송합니다.
4. 친구들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
니다.
5.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6. 다른 사람의 물건을 써서 죄송합니다.
7. 컴퓨터를 너무 많이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8. 늦잠을 자서 죄송합니다.
9. 나쁜 말을 한 번 말했던 것, 죄송합니다.
10. 공부에 집중을 많이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10일
6학년 2반 조소현

오늘 우리 가족 제 7회‘시타임’을 하였다. 얼마
전부터 매 주말마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하
여 시를 쓰는 것이다. 가족과 재미있는 시들에 대
해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따뜻하였다. 오늘의 주
제는‘인생’이었다. (어렵다!)
이것이 내가 쓴 시이다.
인생길 언덕
저 언덕의 꼭대기가 안 보인다.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힘차게 차근차근 올라간다.
돌에 넘어져 무릎에 피나고
쌀쌀한 바람도 내가 날아갈 정도로 분다.
그런데 나는 그 꼭대기가
보일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이 시를 읽으며 놀라시는 아빠의 표정이 웃겼
다. 아빠께 칭찬을 들으며 엄마와 오빠는 박수를
쳐 주셨다.
“와, 너의 시 쓰는 능력이 아주 많이 늘었다!”
나도 이 재미있는 시타임을 하면서 나의 한국어
실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도 앞에 나가서 본인의 시를 읽었다. 큰 웃음
이 거실에 퍼졌다. 서로 색다른 인생에 대한 생각
이었다.

Thanksgiving Day
6학년 2반 이제이미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절날에 맛있는 저녁을 먹
지 못했다. 작년에 엄마께서 터키, 감자, 고구마,
햄, 옥수수빵, 그리고 크랜베리 소스까지 추수감사

절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나서 엄
마께서 많이 편찮으셨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하
시기로 하셨다. 결국 우리는 추수감사절날에 라면
을 끓여 먹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엄마 친구분댁
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았다.
또 좋았던 이유는 TV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
리는 평상시에 TV를 볼 수 없어서 TV를 본다는 것
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일이다.
‘300’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스파르타와 페르시
안의 전쟁내용이다. 너무 무서웠다. 피가 너무 많
이 나오고, 두 사람의 머리가 짤라지는 장면이 나
왔다. 무섭고도 잔인했다. 그 영화를 다 보고
‘Pirates of the Cari bbean’을 보았다. 그 영화 역
시 너무 무서웠다.
이번 추수감사절도 가족들과 재미있게 보냈다.
내년에는 우리 집에서 엄마가 해 주신 맛있는 음식
을 먹으며 보내고 싶다.

보스톤 가는 길
6학년 2반 황태현

나는 오늘 새벽 4 시에 일어나서 바로 보스톤으
로 출발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아침 9시에 보스톤
으로 출발하였다. 보스톤으로 가는데 한시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너무 지루했다. 지루해서 바로 잠을 잤다. 한참 자
다가 눈을 떠 보니 하버드대학에 도착한 줄 알았
다. 그러나 아니었다. 겨우 1시간이 지났을 뿐이었
다. 2시간 반이 남았다. 너무 지루했다.
그리고 나는 또 잠이 들었다. 자다가 일어나 보
니 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네비게이션을 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1시간 반이 더 남았다. 어
이구!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 나고를 반복하다가
드디어‘하버드대학’에 도착했다. 그 곳은 진짜 넓
었다. 뛰어놀 수 있을 만큼 아주 넓었다. 하버드대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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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설립자 동상의 발을 만지면 하버드대에 입학할
수 있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이 곳에 입학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상의 발을 만졌다. 하버드대
학 이곳, 저곳을 구경하고 기념품 가게에 갔다. 하
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기념품을 사지 못해 좀 아
쉬웠다.
우리는 호텔로 들어갔다.

외교관 아빠와의 면담
6학년 2반 이진아

외교관으로 현재 대한민국 유엔(UN) 대표 부에
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아빠와 면담을 했다. 면담
을 통하여 아빠는 유엔에서 한국을 대표하고 경제
및 사회적 개발과 빈곤 퇴치, 환경 보호를 위한 일
들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힘든 때는 193개의 나라로 이루어진 유엔
의 다양한 의견을 합의하는 일이라고 하셨다. 그리
고 유엔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가난한 나라
의 국민을 위해 학교와 병원을 짓고 도와줌으로 그
들의 운명이 바뀐다는 생각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셨다.
현재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쭈어 보
니, 2015년까지 지금의‘Millennium Deve lopment
Goals’(MDG)를 대신할 새로운 개발 목표 만드는
일이라고 하셨다. 이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발전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외교관은 다른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편견
을 버리고 관용을 가지는 게 중요하므로 다른 의견
을 가진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넓은 마음을 가
지면 좋겠다고 장래 외교관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조언해 주셨다.
이 면담 덕분에 외교관과 유엔이 하는 일들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이 주제에 더 많은 지식을
얻었다. 우리 아빠의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나도
외교관이 되는 것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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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y’s Parade
6학년 2반 조성빈

우리 가족은 추수 감사절에 하는 Macy’s Para
de를 보기 위해 추수 감사절 전날 맨하튼에 있는
호텔에서 잤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메이시스 퍼레이드를 보러
나갔다. 그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모여 있어 정말 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가족이 어제 잤던 호텔 바로 앞이 메
이시스 백화점이어서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재
미 있었다.

Lightning Thief를 읽고⋯
6학년 2반 양호건

나는 퍼시젝슨 책을 읽었다. 주인공은 퍼시고,
퍼시가 처음에 Camp Half-Bl에 가게 된다. 퍼시는
친구 그로버(Grover)와 엄마와 같이 그 곳에 갔다.
그런데 Minotau가 갑자기 나타나서 빨리 캠프의
borde안에 들어가야 했다. 퍼시와 그로버는
border에 들어왔는데, 인간인 엄마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죽었다. 슬펐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캠프에서 애나베스(Annabeth)를 만난다. 퍼시,
그로버, 그리고 애나베스가 다 같이 임무를 수행하
게 된다. 임무는 제우스의 Lightning Bolt를 되찾아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훔쳐갔기 때문이
다. 그런데 제우스가 포세이돈이 훔쳤다고 생각했
다.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퍼시가 포세이돈
의 아들이기 때문에 퍼시가 훔치는 것을 도와줬다
고 생각했다.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길에 얘들은
배가 고파서 햄버거 집에 갔다. 그 곳에는 손님들
이 아무도 없고 사람처럼 생긴 동상들이 많이 있었
다. 가게주인이 와서 먹을 것을 나눠줬는데 갑자기
그가 괴물로 변신하였다. 그는 사실 괴물, 메두사
였고 이 괴물의 눈을 보면 돌로 변한다. 퍼시가 깨
진 유리를 써서 메두사의 머리를 짤라 버렸다. 그

다음에 다시 Lightning Bolt를 찾으러 하데스한테
가는데 하데스가 안 가지고 있었다. 아레스가 퍼시
를 죽이러 왔다. 왜냐하면 아레스는 전쟁이 나기를
바라는데 퍼시를 죽이면 전쟁이 시작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렇게 싸웠는데, 퍼시가 이겼다. 그래서
퍼시는 Lightning Bolt를 되찾고 올림푸스에 다시
돌려놓았다.

롤러하키 시합
6학년 2반 이정우

오늘은 올해 첫 롤러하키 게임이 있었다. 우리
팀은 Hawthorne과 경기를 했는데 3대4로 졌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길 듯 했지만 큰 실수를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1점 차이로 졌다.
Hawthorne과는 해마다 경기가 잘 안 풀리지만
올해는 좀 더 집중해서 꼭 이길 수 있기를 바란다.

봄 여름 가을 겨울
6학년 2반 이지훈

봄은 어떤 색일까?
노란색일까? 초록색일까?
아이들은 동네로 뛰어나와 놀고
꽃들은 겨울동안 움츠렸던 얼굴을 이제는
활짝 웃는 계절이다.
여름은 어떤 색일까?
파란색일까?
뜨거운 햇살은 나를 놓치지 않고 따라 다니고
매미도 덥다고 울부짖는 계절이다.
가을은 어떤 색일까?
노란색일까? 붉은색일까?
나는 베장이처럼 알록달록한 과일로 살찌우고
부지런한 개미는 겨울 준비를 하는 계절이다.
겨울은 어떤 색일까?
하얀색일까?
성탄절 선물을 주고 받고
눈사람을 만드는 신나는 계절이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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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년
담임 : 김관선 선생님

가을
7학년 도현서

가을은 마술사다.
여름내 푸른 나뭇잎들을
울긋불긋 물들여 주니까.
가을은 마술사다.
청량한 하늘과 풍성한
곡식들을 만들어주니까.
가을은 마술사다.
앞으로 다가올 쓸쓸함을
먼저 생각하게 해주니까.

사랑
7학년 오유나

꽃처럼 피어나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누가 보아도
기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
7학년 이예린

도시에선 숨고 있던 밝은 별들
안개에도 가려지고
빛에도 가려지고
전혀 안 보이는 귀신같은 존재

나무처럼 크고 호수처럼 깊습니다.
누가 보아도
마음이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
7학년 김진우

도시에선 숨어있던 밝은 별들
손전등이 되어주고
한줄기 빛이 되어주고
맑게 잘 보이는
반딧불이 같은 존재

바람아,
너는 항상 빠르고
지치지도 않고
쉬지도 않느냐.

가족
7학년 이채현

날 웃게해 주는 가족
날 위로해 주는 가족
날 사랑해 주는 가족
날 만들어 준 가족

내 곁을 지켜주는 가족
내 삶의 부분이 된 가족
내가 항상 사랑할 가족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내 가족일 가족

나도 한번 너처럼
쉬지도 않고
힘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구나.
바람아,
너는 언제나 나타나고
아무 때나 오고
필요한 곳에 가는구나.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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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번 너처럼
시간 맞춰 움직이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

반성
7학년 윤준영

한국을 떠나와서 게을리 살다보니
어느새 일 년 반이 덧없이 흘러갔네
나머지 반시간들은 노력할까 하노라

나비
7학년 조재원

날아다니는 꽃잎이더냐
천사의 우아한 날개옷이더냐
꿈이더냐 생시이더냐
아리따운 네 모습은
참 아름답다.

지를 못 키우게 해서 한국에 두고 왔다. 그래서 더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죽을 만큼
싫은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삶이 편하다고 생각한
다. 학원과 학교 공부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 보다
자유롭다.
미국은 내가 보기에 재미없는 천국이다. 왜냐하
면 미국은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생활이 단조롭고
지루하다. 한국은 모든 사람이 바쁘고 정신이 없
다. 학생, 직장인, 주부들도 생활이 바쁘다. 하지만
재미있는 일, 즐거운 볼거리가 많아 심심할 틈이
없다.
나는 한국 학생들의 등교 모습이 무엇보다 부럽
다.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즐거워 보인다. 예쁜 물건이 거리에 넘쳐나는 것도
부럽다.
한국에 가서 귀여운 체리를 만나고, 예쁜 물건
을 사고, 친구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등교하
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개천절
7학년 도현서

하루 이틀 지났더냐
그 징그러운 벌레는 어디 갔더냐
그 때 보이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날개를 펄럭펄럭
또 보고싶다 나비야!

미국과 한국의 차이
7학년 이채현

난 한국에서 여름방학을 보냈다. 미국으로 돌아
와 보니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사는 것이 맞는 것 같
다는 생각이 든다.
내겐 한국에만 있는 것이 많다. 내 귀여운 요키
강아지인 체리도 한국에 있다. 미국 집에서는 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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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은 개천절이다. 나는 솔직하게 개천절
이 어떤 날인지 몰랐다. 그냥 휴일이라고 생각해
왔고 개천절에는 하루 종일 놀기만 하는 거라고 생
각했다. 그런데 한국학교 사회 선생님께서 개천절
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알게 되었다.
개천절은 단군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우신 날로
한자로‘하늘을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할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
을 가져야 하는 날이다.
나는 사회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그리고 고조선에 대해 더 찾아보고 공부해야겠다.

파스타 파티

과테말라 선교
7학년 권호경

7학년 조한나

오늘은 참 힘들지만 꽤 재미있는 날이였다. 아
침 6시쯤 일어나 샤워를 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하였
다. 오늘은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좀 더 힘들게 느
껴졌다. 학교에서는 매일 하던 일을 하고 학교가
끝난 뒤에는 식당으로 가서 친구들과 같이 코치를
기다리고 있었다. 축구 연습이 끝나고 친구 집에서
파스타 파티가 있어서 보통과는 다르게 연습에 집
중을 못하고‘언제 끝날까!’하는 생각만 하였다.
드디어 연습이 끝나고 친구네 집에 갔다. 거기
에선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그 뒤엔 밖에서 농구와

7월29일 월요일, 처음으로 과테말라에 발을 디
뎠다. 처음으로 중앙아메리카에서 선교를 한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꿈만 같았다. 우리 교회의 짐은
다른 사람들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았다. 짐의 반은
다 선물이었다. 과테말라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
들을 위한 작은 선물들. 나는 이런 생각지도 못한
곳에 와서 선교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다. 우리는
선교사님 댁에 머물렀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장을 보며 전도하기 위해
서 시장에 가기로 하였다. 시장에 가기 위해서 시

축구를 하며 놀았다. 그 파티가 끝난 뒤에 나는 가
야할 곳이 있어서 30분 정도 빨리 와야 해서 조금
은 아쉬웠지만 어
쩔 수 없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다
시 가고 싶다는 마
음이 넘쳐났다.

내버스를 탔는데, 시내버스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오래된 스쿨버스를 들여와 꾸민 버스들이었다. 그
것을 보고 과테말라가 얼마나 어려운 나라인지 알
았다. 시장은 어디가나 똑 같았다. 사람 많고, 시끄
럽고, 아주 컸다. 남쪽이여서 그런지 열대 과일들
이 아주 많았고 정말 싱싱했다. 나는 다니면서 어
린 아이들이 부모님 일을 도와서 과일 바구니를 나
르며 일하는 것을 보았다. 대부분 다 나보다 어린
아이들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이 찔끔
났다. 학교에 가서 실컷 공부하고 친구들과 지낼
나이에 시장에서 일이라니 믿기지도 않았다. 정말
불쌍했다. 점심 시간이 돼서 우리는 다시 선교사님
댁으로 돌아왔다.
오후에는 과테말라 아이들이 이 집으로 와서 우
리가 도와주고, 선물도 나눠주는 시간이었다. 우리
는 각각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었다. 풍선, 네일아
트, 사진! 나는 네일아트와 사진에서 도왔다. 불쌍
한 아이들을 보며, 사랑과 행복으로 네일아트를 해
주고 사진 정리를 해주는 게 정말 뿌듯했고 기분이
좋았다. 선물을 나눠주며, 나는 또 한번 눈물을 글
썽하였다. 아주 작은 선물에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정말 고마워했고 고맙다고 몇번이나 말했다. 이렇
게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나는 내 자신이 부끄
러웠다.

친구들과
7학년 박시현

친구들 건우, 지민, 영찬과 함께 놀았다. 먼저 우
리는 테니스를 힘차게 쳤다. 건우와 지민이는 테니
스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뛰어 놀았다.
테니스를 다 치고 집에 들어와 놀았다.
집에서는 타그와 위놀이를 했고 마당에서 프리
시비도 던졌다. 그리고 책도 읽었다.
우리는 너무 재미있게 놀아서 배가 고픈지도 몰
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배가 고파서 피자를
주문했다. 우리는 배달된 피자를 십분도 못 되어
다 먹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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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두 개의 학교에 가서 봉사를 하였다. 학
교는 정말 작았고 반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지하실
창고에 들어선 느낌이었다. 정말 믿기지가 않았다.
이런 곳에서 공부했지만 아이들은 너무 행복해 하
였다. 우리는 이렇게 사 일동안 봉사하였고 미국가
기 전 날에는 구경을 하러 갔다. 그림 같은 건물과
시내를 많이 구경했고, 과테말라에서 유명한 커피
도 마셔봤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날이 되었다. 8월 3
일. 기상 시간은 새벽 세시 삼십 분. 너무 떠나기
싫었다. 이곳에서 계속 봉사하며 아이들과 지내고
싶었다. 비행기에서 과테말라 생각에 푹 빠져있었
다. 비록 짧은 일주일이였지만 행복, 사랑, 뿌듯함,
그리고 교훈들이 넘쳐났다. 나는 이 일주일 사이에
아주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다. 과테말라 사
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만 항상 웃으며 행복
하게 산다. 나는 그것을 보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
사하고, 욕심내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
다. 어렵고 힘들어도 밝게 살고, 항상 서로 도우며
살아야겠다고 느꼈다. 언젠간 행복한 날이 올테니.

우리의 삶이라는 것
7학년 오유나

나는 미국 사람이다. 하지만 항상 마음 깊은 곳
에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국어
를 배우고 한식을 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나는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내게 미국인
의 사고방식이 강하다고 말한다. 가끔 그 말이 이
기적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해서 나는 상
처를 받는다.
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생각할
때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생각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위험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
편견이 없는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긍정적인 눈으로 친구와 이웃을 바라보는 습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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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러야겠다.

생활국어
7학년 정유나

우리한국학교를 다닌지 얼마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학교 국어 수업에는 국어책과 생활
국어라는 두 권의 책을 사용한다. 오늘 생활국어
숙제는 31쪽까지인데 내용은 친한 친구에게 편지
쓰기와 시 읽기이다.
친구에게 편지라 ⋯⋯ 난 친구가 많지 않아 누
구에게 편지를 써야할지 고민이 되었다. 그러다 학
교 친구 A를 생각했다. 그와 나는 친한 친구이다.
그리고 난 그 친구가 요즘 많이 불쌍하다고 생각하
고 있다.
그와 나는 비밀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어느 날
그가 나에게 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부모님이 이혼
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동생은 엄마와 그
는 아버지와 헤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7학년
이 이해하기에는 복잡한 세상을 그는 이해해야 하
는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무거울까! 하지
만 나는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섣부른 위로
의 말이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말을 아끼고 조심했
다. 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는 그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화목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도 그에게는
미안한 일이었다.
이번 생활국어 숙제를 통해서 말하는 방법과 글
의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았다. 그에게 나의 진심어
린 걱정과 위로의 마음을 편지로 전해야겠다. 한편
의 좋은 시를 함께 적어서 보내야겠다. 내가 걱정
하는 마음을 그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씩씩하
게 이 시간을 잘 견뎌내길 바란다.

사진 찍는 날
7학년 정유나

학교에서 앨범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예쁘게 꾸
미고 학교에 갔다. 사진을 찍으려고 자세를 취했는
데 문제가 생겼다. 자세는 자연스러운데 내가 웃는
걸 잘 못한다는 것이다. 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있
자, 사진사 아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익살스런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 표정이 너무 웃겨서 품⋯
하고 웃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셔터를 눌렀다. 웃을
때 눈을 찡그렸고, 팔자주름이 찍힌 것 같았다.
엄청 예쁘게 꾸몄는데⋯⋯ 6시에 일어나서 부산
을 떨며 준비했는데 그 시간이 아깝고 허무하기까
지 했다. 내 친구들은 너무 잘 나왔다. 눈이 초롱초
롱하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은 앵두처럼 빨개서 참
예뻤다. 그때 왜 웃었지⋯⋯ 후회가 이어졌다.
수학 시간이다. 시험을 봐야하는데 사진을 이상
하게 찍은 것 때문에 시험에 집중하지 못했다. 결
국 시험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지를 그냥 내고 말았
다. 사진도 못 나왔을 뿐더러 시험까지 망치다
니⋯⋯ 너무 속상했다.
8학년 때는 절대로 이상하게 웃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지나간 일 때문에 현재를 망치는 일
도 하지 말아야겠다.

Word Of Life Island
7학년 예정원

작년에 갔던 캠프에 다시 가게 되었다. 작년에
는 혼자여서 좀 외로웠는데 이번에는 한나, 지혜와
함께 가고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이 있는 섬으로 가
게 되어 더 기뻤다. 우리는 열심히 짐을 싸고 몇시
간이나 차에 앉아 있었다. 지루할 만도 했지만 엄
마, 아빠와 떨어져 일주일을 지낸다는 것이 즐겁고
흥분되어 몇 시간이 몇 분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도착해서 오두막으로 갔다. 그 오두막에
서는 8명이 함께 지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먹서

먹해서 이야기도 제대로 못 나눴는데 시간이 지나
며 정말 가까워졌다.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
떤 음식을 좋아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이 캠프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
씀에 대해 배우는 것이다. 이 캠프를 통해서 내가
잊고 있던 것들을 다시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훨씬 강해졌다. 기회가 되면 이 캠프에 다
시 참여하고 싶다.

물로켓
7학년 조한나

캠프에서 과학시간에 물로켓을 만들었다. 네 개
의 그룹 중에서 제일 멀리 가는 로켓을 만든 그룹
이 이기는 경기다. 협동심을 키우고 과학의 원리를
많이 배울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잭트였다. 각자는
할 일이 있었는데 내가 맡은 일은 로켓의 디자인이
었다. 여러 번의 실수를 거듭하고 2주만에 로켓을
완성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꿈을 담은 로켓
을 들고 운동장으로 나갔다. 첫 번째 그룹이 로켓
에 물을 넣고, 발사대에 설치하는 일분일초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우리는 설레고 긴장했다. 드디어
로켓이 발사되었다. 아주 높게 멀리 나갔다. 모두
박수를 치며 응원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의
로켓이 발사 됐다. 모두 훌륭하게 만든 로켓이었
다.
드디어 내가 만든 로켓을 발사하는 순간이 되었
다. 다른 그룹의 로켓이 발사될 때 보다 긴장감은
더 커졌고 손에는 땀이 고였다. 물을 넣고 발사대
에 세운 다음 펌프질을 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로켓에서 물이 흘러 나왔다. 로켓의 밀봉
을 꼼꼼히 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 그룹은 제대
로 발사도 못해보고 경기에서 지고 말았다. 하지만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로켓의 제작 과정과 원
리를 배우고, 더불어 협동심도 배웠다. 다음에 기
회가 된다면 다시 참가하고 싶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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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잠
7학년 조희영

늦잠을 잤다. 알람 소리에 자다 깨다를 반복하
다가 그만 마지막 알람 소리를 놓치고 쭉 잔 것이
다. 세상 모르고 곤히 자다가 갑자기‘쾅’하는 소
리에 눈을 번쩍 떠 보니 엄마가 방에 들어 와 늦잠
을 잤다고 호통을 치셨다.
정신이 없었다. 허겁지겁 옷가지를 추스르고 머
리만 대충 빗은 뒤 거실로 내려갔다. 세수와 양치
질은 할 여유도 없었다. 같이 서둘러 준 엄마 덕분
에 양치 도구를 챙겼다. 제멋대로 뒹굴고 있는 책
들은 대충 가방에 쑤셔 넣고 재킷을 두른 뒤 버스
정류장으로 헐레벌떡 뛰어갔다.
버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기다리
기까지 했다. 나도 참 대단하지 그 와중에도 핸드
폰은 챙기고 왔다. 하지만 버스를 기다리다 보니
수만 가지의 걱정이 몰려왔다.‘양치는 어떻게 하
지’
‘빠뜨린 건 없나 ’무엇보다도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은‘아침도 못 먹었는데 과자 하
나 안 가지고 왔다니!’하는 후회였다.
양치질은 수업 종이 치기 전에 화장실에서 대충
했다. 꺼내고 보니 내 칫솔이 아니라 동생 칫솔이
었다. 하지만 난 물 불 가릴 때가 아니었다. 동생에
겐 미안하지만 그냥 이를 쓱쓱 닦았다. 도중에 누
군가가 들어와 놀란 가슴에 칸막이 뒤로 들어가서
닦기도 했다.
역시나 그 와중에 모든 걸 완벽하게 챙기기는
무리였나 보다. 수업자료 하나와 숙제를 안 가져왔
다. 다들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는데 혼자 선생님께
자료를 안 가져 왔다고 말하려니 몸이 절로 베베
꼬였다. 굉장히 창피했다.
그래도 몇년 전 보다는 정신 상태가 맑아진 건
지 그 때 만큼 많이 빼먹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수
학 숙제를 잘 챙겼기 때문이다. 요즈음 수학 평균
을 가까스로 구십점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더 내려
가면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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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행히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다음부터
는 늦잠을 자면 안 되겠다. 일곱 시 전에는 일어 나
야겠다. 그래야 비교적 여유롭게 아침을 보낼테니
까! 마음 속 깊이 늦잠이라는 위험 경고문을 새겨
놓았다.

리슨 업
7학년 조희영

미술시간이다. 이번에는 파카소가 그린‘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을 프린트를 사용하여 수업을 했
다. 피카소의 그림은 언제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가 그린 그림들은 하
나같이 소름 끼친다. 자신의 친구까지 아주 기형으
로 그려 놓고, 피카소의 그림 중 밝은 그림이라곤
‘자고 있는 여인의 형상’, 그의 애인을 그린 것이
라는 그림 외에는 기억 나지 않는다.
하여튼 그 프린트라는 것은 그가 그린 한 정치
가의 얼굴이었는데, 그 정치가의 이름이 뭐였는지
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 그림을 거꾸로 돌리고 트
레이싱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림에 종이를 올리고
선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이다.
거꾸로 보고 그리는 이유는, 생각없이 선의 흐
름을 따라 그리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런 방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루함을 느끼며 트레이싱을 하고 있을 때 선생
님이 나와 다른 학생 둘을 부르셨다.‘뭐 잘못이라
도 한 걸까!’초조하게 다가갔는데 불쑥 종이 한 장
을 내미셨다. 바로 리슨 업 신청서!
리슨 업이란, 브라보라는 문화 단체가 지원하는
행사인데 각 학교에서 학년 마다 세 명이 프린스턴
오케스트라의 음악회를 듣고 정해진 노래 한 곡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 행사는 육학년
부터 참가할 수 있는데 나는 지난 이 년 간 계속 나
갔었다.
종이에 적힌 노래의 제목을 보니 노래 분위기가
밝을 것 같았다. 나는 너무 신이 나서 방정맞게

“아! 이거 작년에도 했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은 나를 다시 부르셨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작년에 나갔으니 다른 학생들
에게 불공평하다고 하시며 혹시 네 명이 참가할 수
있는지 담당자에게 물어 보고 만약 안된다고 하면
종이를 먼저 받은 내가 나갈 거라고 하셨다. 그러
나 표정과 말투는 안된다고 하면 내가 포기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았다.
내가 이기적인지 모르지만 솔직히 나는 포기하
고 싶지가 않다. 그게 얼마나 재미 있는지 알고 있
기에 더 더욱 포기할 마음이 없다. 내일 담당자로
부터 어떤 대답이 올지 기다리는 내 마음은 답답할
뿐이다.

교회
7학년 권호경

나는 매주 일요일마다 한국교회를 다닌다. 예배
가 끝난 후에는 밥을 먹고 형들이랑 농구를 하거나
풋볼을 한다. 하지만 일요일 마다 교회에서 그런
일들만 하는 것은 아니다.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
마스 같은 날에는 양로원 같은 곳에 가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위해서 연주를 한다. 또 그런 휴일 날
에는 누구의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거나 교
회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한다. 내가 뉴욕으로 처음
왔을 때는 그 교회를 왜 가야하냐는 식으로 가기
싫어했지만, 지금은 예전에 다녔던 교회 보다는 훨
씬 더 친근함을 느끼고 재미를 느낀다.
놀 때는 놀고, 할 때는 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교
회를 조금은 더 어른답게 다녀야겠다.

보스톤을 다녀와서
7학년 김도은

그 도시를 갔다 온 뒤부터 생각이라는 것을 더
하게 되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
었다. 어떤 때 보면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 도시는 보스턴이다. 세계에서 손 꼽는 명문
대학교가 있는 곳이다. 그 대학교에 가보면 모든
학생들의 생활 패턴 이 거의 매일 도서관에 가 공
부를 한다는 거였다. 나의 본래 꿈은 좋은 고등학
교와 대학교를 들어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
이다. 그런데 좋은 곳으로 가려면 노력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 사람들은 하루에 최소 2/3의 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사용하는데 나는 지금 그 정도도 못
한다는 것이 내 자신한테 엄청난 실망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이후로 공부를 조금씩 더 하기 시작했
다.
나의 목표는 대원 외고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러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한다. 한번
은 미국 학교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엄청나게 절망에 빠졌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를 했는데 왜
도대체 그런 점수를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지
금도 의문이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나
는 모든 것에 의문을 갖게 된다 그리고 반성한다.

한국방문
7학년 권호경

8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나는 한국으로 가
는 비행기를 타러 JFK 국제공항으로 갔다. 정확히
2년 10개월만에 미국에 있다가 가는 것이어서 조
금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14시간 동안 자지도 않
고 계속 깨어있었다. 자지 않아서 그런지 14시간이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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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시간 처럼 느껴졌다. 어쨌든 도착하고 서초구
에 있는 JW 메리어트 호텔로 향했다.
다음 날은 친구들을 만나러 내가 살던 동네로
갔다. 친구들과 5시간 이상 재미있게 놀고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을 반복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쉽지만 나중에 어차피 돌
아가서 지겹도록 한국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
고 그때까지 공부도 열심히해서 가서도 뒤쳐지지
않을 것이다.

4박 5일 크루즈 여행
(Bahamas)
7학년 예정원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의 마지막 가족여행은 크
루즈(cruise)로 정해졌다. 엄마, 아빠, 내 동생 준영
이, 그리고 나는 짐을 싸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크
루즈에 올랐다. 이 배는 플로리다(Florida)에서 바
하마(Bahamas)의 섬 몇 군데를 갔다가 다시
Florida로 돌아온다. 배를 타기 전에는 무척 떨리고
설레었다. 하지만 근심도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멀미를 잘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
들을 나는 못 누릴까 걱정이 되었다.
첫째 날에는 그냥 배에서 놀았다. 배 안에는 수
영장, 탁구장, 그리고 공연장까지 있어서 심심할
수가 없었다.
둘째 날에는 Coco Cay라는 섬에 도착했다. 여기
서는 바다에서 실컷 놀고 가족들과 카누를 탔다.
비록 팔은 많이 아팠지만 보람은 있었다.
셋째 날, 도착한 섬은 Nassau였다. 이 섬에는 그
유명한 아틀란티스(Atlantis)가 있다. 경치는 아주
좋았지만 아쉬운 점이 많았다. 거기에 있는 워터파
크(Atlantis)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간 것이다. 바
로 눈 앞에 있었는데...... 마치 나를 놀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구경만으로는 내 성이 차지 않았다.
아무리 멀미를 했어도 크루즈 안에 있었던 생활

172

우리한국학교

이 싫지만은 않았다. 아빠 선배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같이 즐겁게 놀았다. 그 아저씨
의 가족 중에 내 또래의 남자 아이도 있었는데 그
애와도 조금 친해진 것 같아 좋았다. 이 여행을 통
해서 여러가지를 깨달았다.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
만 더 알게 된 것은 내 부모님이 준영이와 나를 위
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여행 중간 중간에 계속 싸웠던 게
후회가 된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겠지만 나중에
또 다시 크루즈를 타고 싶다. 배 안의 시설도 좋았
고 섬들이 엄청 깨끗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물소
7학년 윤준영

옐로우스톤으로 여행을 간 마지막 날이었다. 우
리는 오늘도 간헐천을 실컷보고 동물을 찍는 성과
는 없이 호텔로 돌아가고 있었다. 정면엔 마지막
날의 해가 막 저물려는 참이고 주변엔 강과 갈대밭
그리고 숲, 자동차 뿐이었다. 나는‘사슴이라도 좋
으니 동물을 봤으면 좋겠는데⋯⋯’하고 생각하던
차에 전방 30m 앞에 주차장도 아닌데 차들이 갓길
주차되어 있었다. 나는 또 풍경이겠거니 하고 눈을
돌리는데 아빠가“버팔로다! 으 하하하⋯⋯”하는
바람에 나는 아빠의 시선을 따라 가 보았다.
보인 것은 평범한 강 풍경이 아니었다. 그건 버
팔로의 무리가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 진경이었
다. 한 두 마리도 아니고 무려 150여 마리가 단체
로⋯⋯
놀란 나는 차창을 내리고 눈을 휘둥그레 뜬 채
로 버팔로들을 바라보았다. 놀라웠다. 십여 마리는
차도로 올라와서 길을 어슬렁대고 있었다. 버팔로
는 생각했던 것 보다 그리 사납지 않았다. 아니, 호
기심이 많은 것 같았다. 차를 툭툭치고 땅을 파보
는 녀석도 있었다.
어른 버팔로들은 풀 먹는 것에 몸이 익숙해져
머리가 등선보다 현저히 낮았다. 하지만 아기 버팔

로들은 생김새도 뛰는 모양새도 한낱 송아지 같았
다. 아기 버팔로들은 어른 버팔로들에게서 달아나
자기들끼리 놀았다.
한 마리의 버팔로가 차 옆으로 스윽 지나갔다.
버팔로의 몸에서는 노린내 보다는 깻잎과 흙이 섞
인 냄새가 났다. 좋지않은 냄새였지만 나쁜 냄새는
아니었다.
버팔로들은 이제 배가 불렀는지 자리에서 일어
나 큰 버팔로를 따라 강을 건너갔다. 마침 해돋이
로 인해 빨갛게 물든 하늘과 강을 건너가는 150여
마리의 버팔로는 정말 장관이었다.
그날 호텔로 돌아와서부터 지금까지도 그 장면
을 다시 보고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위저드 베이커리
7학년 박서연

“그저 선택에 관한 이야기이다.”작가의 말이었
다. 내 생각에도 이 책은 정말로 선택에 관한 이야
기인 것 같다.
위저드 베이커리는‘마법의 빵집’이라는 뜻이
다. 이런 제목과 약간 음침하기까지 한 표지의 그
림은 정말 인상적이었다.‘무슨 내용일까 ’하고
자연스레 궁금해져 서둘러 책장을 열었다.
먼저, 책에서‘나’는 고등학생 소년이고 말을 더
듬는다. 여섯 살에 친 엄마가 자살을 한 뒤부터 그
랬고, 아버지는‘배 선생’과 재혼을 했다. 하지만
배 선생은 그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으며 그는
배 선생의 밥을 먹지 않고 매일 빵만 사먹으며 위
저드 베이커리의 단골이 된다. 어느 날, 배 선생의
딸인‘무희’가 성폭행을 당하고 범인은 모르는 가
운데 배 선생이 자꾸 다그치자 무희는 그만 그를
지목한다. 배 선생이 그를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자
그는 집에서 도망쳐 위저드 베이커리에 숨게 된다.
점장의 말에 따라 오븐 안으로 들어 가니 큰 공간
이 나온다. 거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 된다. 정말
이름에 맞게 마법의 빵집이었던 것이다.

그 곳에서는 여러 가지 마법을 사용한 수상한
빵들을 팔고 있었고 그런 빵들로 인해 여러 사건이
발생한다. 중요한 일을 해야할 때 상대에게 먹이면
상대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악마의 시나몬
쿠키, 신체에 해를 가하는 두부 인형, 사람을 살리
는 화이트 코코아 가루 등⋯⋯ 특히 시간을 돌리는
타임 리와인더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고 위험한데
그는 그것을 점장에게 받게 된다. 경찰이 들어와
점장이 조사를 받게 될 때 타임 리와인더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 왔는데 거기서 자신의 아버지가
무희를 성추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걸 같이 본
배 선생은 달려들어 아버지를 찌르려하자 그는 급
히 타임 리와인더를 집어든다.
이 책에서는 결말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
는 시간을 되돌려 아버지가 배 선생과 결혼하지 않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리와인더가 부서져 배
선생과 무희는 떠나고 그는 홀로 아르바이트를 하
며 살다가 새로 생긴 위저드 베이커리를 찾아간다.
마지막에 그는 위저드 베이커리로 가면서 이런
말을 한다.“나의 과거와 현재와 어쩌면 올 수도 있
는 미래를 향해 달린다”고⋯⋯ 마법은 추억과 환
상이었지만 자신에게 있어서는 현실이었다.
이 책에서는 또 빵을 살 때 이런 것이 적혀 있다.
해를 가하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그저 선택에 관한 이야기라
고 한다. 선택을 잘못하든, 잘하든 그건 다 자신의
몫일 뿐이라고 전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마법을 통한 환상의 빵집에서 소년은 성장해 가
고, 나도 한 번 그 빵집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기도 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점장은 이렇게 말한
다.“현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마법의 빵으로 도움
을 얻어 봤자 아무 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현
재를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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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즈‘Holes’

7학년 김도은

7학년 김진우

갈등! 이 책에서 제일 큰 갈등은 제이니 존슨을
감싸고 돈다. 그것은 제이니가 제니인 것을 깨달으
면서부터 일이 시작된다. 제이니는 점심시간에 자
신이 3살짜리였을 때 찍은 사진을 발견한다. 그녀
는 자신과 싸우게 된다. 친부모님 한테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 살던 대로 살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스탠리 옐낫스는 학교에서 걸어오는 도중에 운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하늘에서 신발 한 켤레가 머
리에 맞고 떨어졌다.‘공짜로 운동화가 떨어졌으
니 운좋구나!’하고 집에 온다. 그런데 도착 하자마
자 경찰이 찾아온다. 많은 텍사스 사람들이 스탠리
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스탠리가 감옥에 가거나
캠프 그린 레이크에 가도록 하였다. 그래서 스탠리
는 캠프 그린 레이크에 가도록 결정되었다.
캠프 그린 레이크는 텍사스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이다.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래 또는 땅을

책의 처음 부분에서는 제이니는 여느 사람과 다
름없이 평범한 아이였다. 그리고 자신이 납치된 지
도 모르면서 행복하게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고 혼란과 좌절에 눈물을 흘
리고 만다. 그녀의 영혼은 사실을 거부한다. 그러
면서 그녀는 서서히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제이니는 자신이 납치됐다는 것을 아직 까지도
믿을 수 없다. 그녀 한테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
다. 그녀는 점점 친구들과, 가족들과 멀어지기 시
작한다. 조금씩 극복하고 극복하려고 해도 빠져나
갈 수 없는 늪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
기 무언가가 자신을 빼내어 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
다. 새롭게 힘을 얻은 그녀는 서서히 다시 사회로
돌아 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서서히 존슨을 믿기 시작하
였다. 그동안 자신은 친부모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진짜 부모님한테서 전화를 받자 자
신의 진짜 부모님한테 편지를 썼다. 그녀는 자신
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 이 책은 끝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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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 것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이라고 믿는
다. 캠프 그린 레이크에 도착하였을 때 스탠리는
땀을 많이 흘리기 시작하였다. 그 캠프 주인은 미
스터 서(Mr. Sir)인데 그 주인이 스탠리에게 주황색
옷을 입고 삽을 가져와서 땅을 파라고 하였다.
점심 시간은 스탠리가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다.
점심은 항상 콩과 팥 스튜였다. 스탠리는 다른 친
구들과 어울리려고 하지만 그 친구들은 거의 다 불
량배라는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제로(Zero) 라는
아이는 불량배가 아니었다. 그는 영어를 말하는 방
법은 알지만 쓰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이다. 점심
시간이 끝났을 때 스탠리는 다른 구멍을 보았다.
한두 개가 아닌 40개가 넘었다. 스탠리가 없었을
때, 그 불량배들은 일이 년 정도 캠프에서 일하였
다.
두 달 후, 스탠리는 땅을 파다가 립스틱 뚜껑을
발견하였는데 하트 모양과 KB라고 프린트되어 있
었다. 그 때 모든 친구들이 몰려와 보았는데 친구
들이 다시 놀리기 시작하였다. 화가 나서 참으려고
스탠리는 제로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었다. 제로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 도망을 치는 거였다. 가
뿐하게 도망에 성공하고 다시 돌아와서 땅을 다시
팠는데 보물을 발견하였다. 2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알아내고 다시 옐낫스 가족은 부자가 되었다.

우아한 거짓말
7학년 박서연

그 동안 너무 따뜻한 책만 읽어서 그런지 이 책,
우아한 거짓말은 너무 무겁고 가슴 아픈 책이었다.
이 책이 그렇게 어둡고 슬펐던 이유는 그 밝은 청
소년 무리들 중에서 소외된 친구들, 즉‘왕따’에
관한 이야기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첫 시작은 천지
의 자살이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떠났기에 그
녀의 언니 민지와 엄마는 천지를 죽음으로 몰아넣
은 원인을 찾기 시작한다. 평소 천지를 따돌리고
놀리던 화연이 바로 그 표적이 되었다. 화연은 갑
자기 자살을 해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은 천지가 미
웠고 스스로는 억울했다. 추리 속에서 사건의 단서
를 발견하듯이 천지는 죽기 전에 편지와 함께 5개
의 실타래를 비밀스럽게 남겨 놓았다. 민지는 그
실타래를 찾아가면서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때마다
흐르는 민지의 눈물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동생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책을 읽을 때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특징은 여러 시점으로 이야기를 바라본
다는 것이다. 작가가 이런 방법을 쓸 때 마치 드라
마를 보는 듯한 재미를 덧붙여 주기 위해서 한 것
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시점이 표현된
책을 읽는 것이 처음인지라 줄거리 파악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진 않았다. 특히 이야기가 고조될
때 다른 상황으로 넘어간다는 점이 가장 불편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있었기에 나는 주인공뿐만
아닌 그 옆 조연들에게도 몰입할 수 있었다. 그 뜻
은 천지와 민지뿐이 아닌 화연에게도 다가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내용상 화연이 천지를 괴롭힌 것은 부정 할 수
없다. 하지만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모두 강한
사람들일까 사실은 그 반대이다. 화연이는 어릴
때 부터 항상 애정없이 살아왔다. 그러므로 천지와
민지네 가족을 중심으로만 본다면 천지를 괴롭힌
화연은 나쁘다고 인식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화연이 했던 행동 속에서 나는 화연이가
애정이 부족한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 천지가 죽은
후 화연은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보신각’이 위
생상태가 나쁘다는 둥,‘보신각’에서 자장면을 먹
은 친구가 식중독에 걸렸다는 등 이상한 소문을 내
었고 급기야 자장면 그릇을 훔쳐 버리는 행동도 했
다. 화연이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 답은 화연의
과거에 있었다.
내용을 읽다 보면 화연의 부모님은 참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인지 화연
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전에 또 새로운 자장면 집
이 생기기 전에는 장사가 꽤 잘되는 편이었다. 하
지만 부모님은 가게를 운영하느라 어릴 때부터 화
연이에게 직접적으로 관심을 준 적이 없었다. 그러
므로 화연은 자신에게 조금의 관심을 표현했던 천
지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화연은 절대
그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으므로 천
지를 괴롭혔던 행동들이 화연이에게는 천지를 향
한 관심의 표현이었다. 만약 화연이 맹목적으로 천
지를 괴롭혔던 것 이었더라면 천지가 죽은 후에 천
지를 그리워 할 이유가 없었다. 성실한 화연의 부
모님이지만 어릴 적 화연에게 준 사랑과 관심이 부
족해 결국 화연의 인격까지 망쳐버린 것이다. 아무
리 돈 벌기에 급급하더라도 돈 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책은 독자마다 이해하는 것이 매우 다를 것이지
만 나는 이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화연을 칭하
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와 같이 동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동생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으며 가족이 있는 어른들이라면 자식들의 소
중함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외에도 모두가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솔직하게 살자는
것이다. 자신을 숨기려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가 자
신에게 되돌아오는 화살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
다. 나는 자신의 삶과 이 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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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년
담임 : 오송희 선생님

고양이 야옹
강아지 멍멍

아! 진짜...
8학년 방현승

난 공부라는 감옥에
투옥된 학생
그 감옥을 나오기 위한
필수 항목은
좋은 기록

아, 시끄러워
잠좀 자!

숙제하기 싫은 날
8학년 장지안

수학은
흉악한 과목 중 하나
수학 선생님은
내 성적 보고

학교가 땡땡땡!
기분좋게 집으로 와 보면
숙제가 산더미
기분이 확 상한다.

경악
하지만 숙제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일을 한다.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하다.
하기 싫으니까!

모든 어른들이 말씀하시지
시작은 반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시작은 시작일뿐이야
난 모든 걸 흡수하는
솜이지만
정작 꽉 쥐면
흐르는 건
아무것도 없는 놈이야!

해는 뉘엿뉘엿
시간은 짹깍짹깍
숙제는 그대로
밤이 되어 시작한다.
아! 숙제하기 싫은 날이다.

낮잠
8학년 윤인성

고요한 숲에
동물들이 놀러온다
오리 꽥꽥
참새 짹짹
병아리 삐약삐약
돼지 꿀꿀

가을 밤
8학년 하승우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바람결에 묻어 오는
귀뚜라미 소리에
가을 밤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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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기운은
아직 남아 덥고
겨울의 기운은
아직 오지 못해 쌀쌀하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8학년 장지안

변덕스러운 가을 밤
변덕스러웠던
나의 하루를 회상하며
가을 밤을 보낸다.

가을 하늘
8학년 엄태웅

추억에 젖어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니
외로운 바람결에
힘없이 나뭇잎이
외로이 떨어진다.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
정신없이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
겨울이 오는가 보다.
첫 눈을 기다리며
오늘도 나무 밑 벤치에 앉아
유난히 가슴 시린
가을 바람을
맞고 또 맞으며
한없이 푸르고 공활한 하늘을
우러러 보고
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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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13년 6월에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고등학생이 되었다. 고등학생이 되었다는 것이 신
기하고 기대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여름방학 동안
은 내가 고등학생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과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있었다. 여름방학이 끝이 나서야,
내가 중학교가 아닌 고등학교로 등교해야 하는 것
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고등학교를 가야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길치인 내가 교실을 잘 찾아
갈 수 있을까? 또 수업 내용이 너무 어렵지는 않을
까? 여러 가지 걱정이 계속 머릿속에 들어왔다. 하
지만 계속 등교를 하면서 고등학교도 익숙해지고
길도 잘 찾아다니고, 수업도 잘 따라가고 있고, 엄
청 어려운 것은 없다고 느낀다.
중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고등학교보다 적어서
경쟁이 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반이
수준에 따라 나뉘지 않아 편했다고 생각한다. 당연
히 내가 자신이 있고 잘하는 과목은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경쟁하는 상대가 쉬웠다고 느꼈다. 그러므
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냥 배운 것
까지만, 그리고 내가 아는 것 까지만 알려고 했고,
당장 필요없는 것은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나보다 잘하는 학생들은
많고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하다. 반이 수준대로 갈
리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끼리 경쟁해
야하고, 내가 더 노력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더 배
워야한다. 물론 지금은 힘들긴 하지만 나중에는 내
노력이 빛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는다.
고등학교에 와서 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
났고 사귀게 되었다. 중학교에서는 같은 아이들을
몇년 동안 봐 왔고 같은 교실에서 같이 공부하였
다. 서너 명은 매일 같은 수업을 들었다. 그리고 시
간표도 같아서 같은 학교생활이였다. 하지만 고등
학교는 워낙 크고 내가 지금 다니는 Northern
Valley Old Tappan (NVOT)학교는 Harrington

Park, Northvale, Norwood, 그리고 Old Tappa 네
타운이 같은 고등학교를 가야한다. 그러다보니 나
와 매일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은 없고 새로운 친
구를 사귀어야 하는 환경이다. 고등학교에 와서 다
른 사람들을 알 수 있어서 좋다.
고등학교 생활은 Freshman, Sophomore,
Junior, 그리고 Senior로 나뉘는데 나는 솔직히 고
등학교 4년을 여기 미국에서 다니지 않을 것 같다,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말이다. 하지
만 이렇게 큰 학교를 다녀서 좋은 점이 나쁜 점보
다 더 많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와
서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고 더 넓은 공간에서 학
교생활을 해서 좋다.

이 끝나고 선수들은 락커룸 으로 들어갔다.
쉬는 시간에 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학교 선배들과 친구들 그리고 예전 농구 코치까지
보았다. 필드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공을 던지며 놀
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풋볼 팀에 소속이 되어 있
지 않아서 기회는 무산되어버렸다.
후반전에서는 우리 팀이 한번 더 공격을 성공시
켜 28대 6 으로 앞서나갔다. 결국엔 우리 팀이 승
리를 거두었고 5연승을 달리게 되었다.

8년! 우리한국학교
베테랑의 의견과 생각들
8학년 조민성

풋볼 게임을 보며...
8학년 방현승

축구 시합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피자집으로 발걸음을 향하였다. 이렇게 내가
바쁘게 움직인 이유는 친구들과 함께 풋볼 게임을
보기 위해서이다.
우리 학교는 오늘 Secacus와의 다섯 번째 시합
이 예정되어 있었다. 우리 학교와 상대 학교는 이
번 시즌에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강팀들이다.
이 이유 덕분인지 시합이 무척 재밌을 것 같다는
설레임을 품고 경기장으로 들어섰다. 우리 팀이 시
작한지 5분만에 터치다운을 성공시켰다. 관중들은
열광했고, 모든 관중들이 일어나 선수들을 축하해
주었다. 상대편의 연이은 공격 실패에 우리 팀이
또다시 공격을 성공시켰다. 이로써 우리 팀은 첫
번째 쿼터를 14대 0 으로 끝마쳤다.
두 번째 쿼터에서는 상대팀이 아주 멋있는 플레
이와 함께 공격을 성공시켰다. 하지만, 우리 팀이
또 다시 공격을 성공시켜 21 대 6 으로 앞서나갔
다. 상대 팀이 6점 밖에 획득하지 못한 이유는 추
가 점수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전반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학교는 주말의 반을 낭
비하는 골칫거리라고 생각한다.“벌써 평일 내내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 학교를 다녀야 하냐?”라
는 생각은 우리 머릿속의 고민거리였다. 우리한국
학교를 8년 동안 다닌 나도 한국학교가 필요 없다
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 되돌아보
니, 이 학교가 없었다면 내 인생이 더 어려울 것이
라는 결론을 내린다.
나도 느꼈다. 내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떨어지
고 있다는 것. 쉬운 문장도 자세히 읽지 않으면 버
벅거리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순 한국어로 대화하
는 것은 매일 어려워진다. 어쩔 수 없다. 영어를 쓰
는 미국에서 인생의 75%를 산 난 영어가 더 편하
다. 이런 내게 한국학교는 내 구원자였다. 한국학
교가 없었다면 나는 한국어를 못하는 겉은 한국인,
안은 미국인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다.
한국학교의 과목은 모두 내게 어렵다. 시험 점
수는 70점을 못 넘는다. 그래도 난 이 짜증나는 공
부를 아주 긍정적으로 맞이했다. 왜냐하면 이 어려
운 문제들이 아니였다면 난 미국학교에서 똑똑한
애가 아니라 평범한 학생으로 취급되었을 것이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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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의 압력이 아니였다면 난 너무나 다른 사
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한국학교를 미국 교육을 위해 떠나며 고맙
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내가 광어를 잡다
8학년 전상욱

우리 가족은 뉴저지의 만나 교회를 나가고 있
다. 교회에서 큰 배를 빌려서 바다 낚시를 간다고
한다. 나는 아빠에게 바다 낚시를 가고 싶다고 조
른다. 그때 우리 가족은 버지니아에서 휴가 중이었
다. 아빠도 가고 싶었는지 우리는 집으로 와서 다
음날 벨마로 교회의 벤을 타고 가서 배에 우리의
몸을 실었다. 멀미 약을 먹고서는 모두가 낚싯대를
하나씩 잡았다. 엄마는 낚시도 못하고 멀미가 나서
누워 있었다. 아빠, 누나, 나, 우리 셋은 낚시를 하
였다. 배 위에서
아저씨가 얼음 위에 광어를 잠깐 재워 두었다가
회를 떴다. 젓가락으로 광어를 잡고 초고추장에 찍
어 광어회를 입으로 쏘옥 넣어서 먹었다. 너무 맛
이 있어서 여러 번 먹었다. 그러던 중에 아빠가 광
어 2마리를 잡았다. 약간 작아서 아저씨가 바다에
다시 던져 주었다. 조금 후에 내가 광어 한마리를
잡았다. 날아갈 듯 좋아서 소리를 지르고 가족 모
두가 모여서 내가 잡은 광어를 앞에 들고 사진을
찍었다. 나중에는 배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나도
멀미가 나 힘들었지만 너무 좋은 바다 낚시 경험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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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yback time 을 읽고
8학년 정희재

영어시간에 책읽기 프로잭트를 하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지난 여름 사두었던 책인데 이제서야
읽게 되었다. 책의 주제는 한 고등학교 신문사와
학교 미식축구팀 사이에 관한 이야기인데 둘다 주
제가 내가 그전엔 읽어보지 않았던 것들이라 새로
웠다. 줄거리는 이렇게 된다. 이 책의 주인공 다니
엘은 학교 신문사 스포츠 뉴스팀에서 리포터로 활
동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취재를 다니던 도중 수
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어른스러운 한 미식 축구팀의 엔젤이란 이름을
가진 학생의 일이다. 평소 눈에 띄지 않게 행동을
하고 있고 코치도 수상하게 그 학생 파일들을 자기
개인 오피스에 숨겨 놓았다. 그것을 수상쩍게 느낀
다니엘은 사진기자인 키미라는 중국 여자애와 함
께 조사를 하고, 엔젤이 몇 년 전에 필라델피아 조
직들의 살해 장면을 목격하고 증거가 없어 풀려 날
뻔한 조직을 잡히게 만들어서 조직은 엔젤을 죽이
려고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미
안함을 느낀 다니엘과 키미는 조직이 엔젤을 죽이
려고 경기장에 왔을 때 타이어에 구멍을 내서 못
다니게 만들고 엔젤은 무사히 마지막 경기를 마치
고 코치와 함께 떠나서 잘 살게 된다.
이 책은 읽는 내내 엔젤의 정체가 궁금해서 집
중하여 읽게 되었다. 결말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지만 색다르고 재미있었다. 아쉬운 점은
시작은 심각하게 설정이 되어있는 반면, 결말은 너
무 쉽게 끝나서 아쉬웠다. 그런 점만 빼면 그간 내
가 읽었던 책들과는 조금 달라서 재미있었고 이런
장르의 책을 좋아 한다면 읽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다.

베르베르 베르나르의
‘파피용’을 읽고
8학년 이정호

베르베르 베르나르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이다. 그래서 작가 이름을 보고 이 책을 읽게 됐
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소개하고자 한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와 세계 전쟁이 너무 심
각해진 탓에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나서는데, 우주선
에 수천 명을 태우고 새로운 행성을 찾아 천년에
걸친 여행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구나 할 것 없
이 공평하게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중심이었던 과
학자가 죽고 나서는 서로 왕이 되기 위해 전쟁까지
일어났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결국엔 남녀
두 명만이 행성에 도착했다. 그 둘은 과학자가 준
비해 놓은 인큐베이터와 동물 DNA, 식물 씨앗 등
으로 새로운 지구를 만들다가 결국 여자가 죽고 남
자만 남게 된다. 혼자 남겨진 남자는 과학자가 쓴
책의 지시대로 자신의 갈비 뼈에 있는 골수를 이용
하여 인큐베이터로 여자를 만들어 낸다. 바로 그들
의 이름이 아담과 이브였다.
성경의 내용을 섞어서 아담의 갈비 뼈로 이브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모러스한 작가의 생각이 재미
있었고 이 이야기가 지금도 무한 반복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맴돈다. 베르베르 베르나르는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당신이 읽어도 실망
하지 않을 것이다.

로미오와 줄리엣
8학년 김소정

윌리엄 셰익스피어의‘로미오와 줄리엣’은 동
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작
품으로 불린다. 때문에 많은 사랑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재탄생 하기도 했다. 또는 안타까운 로미오
와 줄리엣의 사랑이 조금 희극화되어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제껏 나는 이 책
을 제대로 읽어보지는 않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간략한 주요 내용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며칠 전
원작을 읽어본 후, 나는 셰익스피어의‘로미오와
줄리엣’은 그 누구라도 왜곡하거나 과장할 수 없
을 만큼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책의 줄거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
랜 시간동안 서로에게 뿌리 깊은 증오와 미움을 가
지며 철천지원수 지간으로 지낸 두 집안에서 태어
난 남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그들이
끝내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튀기는 싸움을
끝낸 서로의 집안들. 줄리엣이 말했듯이, 로미오는
자신의 유일한 미움이 피어낸 유일한 사랑이다. 둘
은 애초부터 만나서도, 얼굴을 봐서도, 이야기를
나눠서도 안됐었고, 사랑 같은 것은 꿈조차 꾸지
않아야 하는 운명이였다. 하지만 캐퓰릿 가의 무도
회장에서 그들은 첫 눈에 반해 두 손을 맞잡고 말
았고, 그것은 곧 아직 어린 소년 소녀를 뜨겁고 강
렬한 사랑에 빠지게 했다. 둘은 5일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동안 달빛 비추는 발코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슴아린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5일
이 지난 어느 어두운 밤, 잠든 줄리엣을 보고 착각
한 로미오가 독약으로 목숨을 끊고 그의 시신을 본
줄리엣이 뒤따라 단도로 자신의 심장을 깊숙히 찔
러 자결하는 모습은 감히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다.‘슬프다’라거나‘아프다’라고 말하기에는
목숨을 끊어서라도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들의 감
정이 너무 애틋하기 때문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독자들이 어떠한 작은 부
분도 대체할 수 없을만큼 완벽하게 쓰여있다. 셰익
스피어는 두 주인공의 운명적인 첫 만남의 순간도,
로미오가 줄리엣의 창가에서 밤새도록 그녀와 이
야기하며 사랑을 나누는 부분도, 로미오가 마을에
서 영원히 추방당하자 오열하는 줄리엣의 모습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차가운 시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자결하는 두 남녀의 모습을 모든 독자들의
가슴에 한가지 감정도 빼놓지 않고 새겨놓는다. 그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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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그들이 느끼는 것들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그것이‘로미오와 줄리엣’
이 세기의 명작이라고 판정지어진 이유다. 그것을
읽고 있는 나까지도 모두가 반대하는 가슴 아픈 사
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또는 달빛이 밝
게 비추는 밤에 잠깐이더라도 달콤한 사랑을 하는
것 같게 느껴질 정도니까.

초한지
8학년 하승우

할 거란 것도 전해주고 싶다. 역사는 되풀이 되기
때문에 공부하고 읽어 전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
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 책에는 항우, 유방,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나열돼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인가도 나와있다. 따라서 초한지는
역사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나와 잘 들어맞은 책이
었고 읽고 나서의 느낀점도 다른 책과는 남달랐다.

생쥐와 인간을 읽고
8학년 이준석

내가‘초한지’를 읽게 된 계기는 유비, 조조, 그
리고 손권의 삼국지를 읽고 난 뒤였다. 삼국지에서

선생님의 추천으로 존 스테인백의‘생쥐와 인

여러 번‘초한지’를 언급하였고 삼국지를 더욱 깊
이 이해하려면 그 전 이야기인‘초한지’를 먼저 읽
어야 할 것 같았다. 그에 따라 나는‘초한지’를 읽
었고 읽고 나서 나에게 크게 와 닿은 점이 몇 가지
있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서초 패왕 항우는 항복한 자들을 무참하게
땅에다 묻어 죽였고, 가까이 도우는 자를 잘 믿지
못하니 천하를 다투는 쟁패에서 그와 다른 면모를
보여준 한왕 유방에게 질 수 밖에 없었다. 초한지
의 이런 결말을 읽고서 나는 이기적이고 융통성 없
는 패왕 항우보다는 너그럽고 싹싹한 유방이 이 사
회에서 필요한 인재란 걸 깨달았다.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집중력과 끈
질김이 필수적인 요소란 것도 알게 되었다. 항우는
고작 3만 정병을 가지고 유방의 56만 제후군을 물
리쳐 그의 건재함을 온 천하에 알렸고, 유방은 항
우에게 몇 번이나 처참히 깨지고도 그 목숨을 보전
해 나중에는 천하 황제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유
방의 이런 점은 사자성어‘칠전팔기’와 딱 들어맞
는 것 같다.
이와 같이‘초한지’를 읽으면 배울 점이 많고도
많다. 하지만 나중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을 꼭 내 또래 아이
들에게 권하고 싶고 그리고 읽고 나서 후회를 안

간’을 읽게 되었다. 책은 한 100페이지 정도의 단
편 소설이다. 이 책의 배경은 20세기의 미국의 캘
리포니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조지와 래니는 같이 직업을
찾으러 다닌다. 조지는 성격이 단호하고 모습도 똑
부러지게 생긴 반면, 래니는 우유부단하고 약간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래니는 조지
를 잘 따른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은 드문 일이자 아름다운 일
이라고 생각한다. 래니가 일을 하다 사고를 칠 때
마다 래니가 일부러 사고를 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조지는 언제나 래니를 도와주었고 자기에게
해만 끼치는 래니를 절대 버리지 않았다.
어느 날 둘은 함께 캘리포니아 목장에 일을 알
아보러 갔다. 목장으로 가기 전에 조지는 래니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목장 옆에 있는 연못에 가서 숨
으라고 하였다. 이렇게 래니를 위해 모든 것을 해
주는 조지를 보면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내가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렇게 목장에 취업하게 된 둘은 캔디라는
노동자와 함께 돈을 모아 자기만의 농장을 사겠다
는 꿈을 길렀다. 그렇게 돈을 모으다가 돈이 거의
모아졌을 때 모든 꿈이 허사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
게 된다. 조지와 다른 목동들이 나들이를 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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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 홀로 남은 래니가 자신을 찾아온 농장주의
며느리를 실수로 죽여버린 것이다. 래니는 자기가
큰 실수를 한 것을 깨닫고 조지가 말한대로 연못에
가서 숨는다. 조지는 래니가 사람을 죽인 것을 알
고 연못가에 가서 래니를 찾고 래니에게 모든 것이
괜찮을거라고 말하고는 래니를 총으로 쏴 죽이며
책이 끝을 맺는다.
내 생각에 조지가 래니를 죽인 이유는 자신과
래니 둘 다를 위해서 그런 것 같다. 더 이상 자기
자신도, 그리고 래니도 문제를 만들지 않게 하려고
그랬었던 것 같다. 이 책에서는 모든 사람이 꿈이
있으며 그 꿈은 망쳐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서부여행
8학년 이준석

아주 긴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우리 가족은
미국에 있을 때의 마지막 여름 휴가를 떠나가기로
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고민한 결과 서부로 여행
을 가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여행기간을
12일로 잡고 8월 8일, 드디어 California로 출발하
였다.
우리 가족의 일정은 Universal Studio에 간 뒤 디
즈니랜드를 거쳐 Las Vegas에서 공연을 본 뒤 Zion
과 Bryce Canyon을 갔 다 . 또 한 Arches랑
Monument Valley랑 Grand Canyon도 가고 마지
막으로 Yosemite 국립공원에도 갔었다. 나와 내

동생은 놀이공원 (Disney Land 와 Universal
Studio)에 더 가고 싶었지만 아빠 때문에“자연”을
더 구경해야만 했다.
California에 도착한 바로 그 다음날에 우리 가족
은 디즈니랜드에 놀러 갔다. 나는 디즈니랜드 어드
벤처 공원에 가고 싶었지만 아빠때문에 디즈니랜
드 테마 공원을 가야만 했다. 입구에서 디즈니랜드
테마공원을 봤을 때는 시시한 놀이 기구들뿐이었
다. 반면에 어드벤처 공원을 보아하니 온갖 재미있
는 놀이기구들이 보였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테마
공원을 가야 했고 결국엔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가장 인상적이였던 것은 디즈니랜드에서 9시에 하
는 불꽃놀이였다. 거기서 내 생애에 가장 멋지고
화려한 불꽃놀이를 보았다.
디즈니랜드를 떠나 서부를 계속 여행하다 며칠
뒤 Arches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Delicate Arch
를 보기 위해 3시간 동안이나 등산을 해야 했었다.
그 더운 여름날씨에 그늘도 없는 돌로만 된 등산로
를 걸으니 탈진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꼭대기에 올
라가 Delicate Arch를 보니 실로 엄청났다. 그 시간
동안 걸은 보람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부여행에
종지부를 찍을 Yosemite에서는 말 그대로 자연을
보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폭포를 더 가까이
보기 위해 가파른 돌길을 걸은 후 폭포 밑에 갔을
때 조그마한 연못이 있었다. 그곳은 여름인데도 물
은 차가웠다. 거기에 발을 담그니 너무 기분이 좋
았다. Yosemite를 마지막으로 서부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재미있었고 감명 깊었다. 다시
갈 수 있다면 한번 더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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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학년
담임 : 김종민 선생님

영어 조기 교육,
득보다 실이 더 많다.
9학년 백기환

현대 사회에서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영
어 조기 교육이 늘고 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영
어를 배워야 빠르고 더욱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고 믿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한
세상에서 영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준
이자 공통어가 되었고 그에 따라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부모들
은 네다섯 살 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수업
이나 영어 교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를 어린이
들에게 배우게 하고 있다.
영어 조기 교육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영어
유치원에 다닌 어린이들의 창의력이 공동 유치원
에 다닌 어린이들의 창의력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
가 나왔다. 이러한 유아 영어 학습의 대부분은 시
각과 청각만을 사용하여 오감을 골고루 사용하지
못한다.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교육을 경험한 아이
들은 후에 틀에 박히고 수준이 낮은 사고를 할 가
능성이 높다. 나중에는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영어 조기 교육은 아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
은 부모들의 이기적인 생각일 뿐이다. 대부분의 아
이들은 영어 교육을 왜 받아야 하는지 모른다. 자
기가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동기 부
여가 되지 않은 학습은 효과가 크지 않다.
외국어를 배우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유아 시기
가 아니다. 언어가 완전히 발달되기 전의 유아가
영어를 배우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유아
는 아직도 아이들의 언어능력과 생각이 발달하고
있는 시기다. 이때의 영어 교육은 비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 정체성의 혼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언어를 혼동하여 쓰게 되며 문법에
어긋나거나 올바른 형식에 맞지 않는 말을 할 가능

성이 높다.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배우게 하는
것은 오히려 두 언어를 모두 잃어버리는 역효과를
야기하며, 결과적으로는 한국어와 영어 둘 다 불완
전하게 된다.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모두 놓치는 격
이다.
조기 영어 교육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아이들
은 부적절한 시기에 영어를 배워 오히려 언어 능력
이 저하된다. 창의성이나 오감을 사용하지 않는 학
습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욕심에 어린 시
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너무 이
른 시기에 영어를 배우게 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할
만한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조기 영어 교육은 자연
스럽게 익히게 된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어린이들
에게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어린 시절의 많은 경험
을 할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닐까.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생각
오범석

조기 교육은 수준 높은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이다. 또래보다 상위의 수준을 가르칠 수는 있
다. 하지만 아이가 수준에 맞지 않아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공부에 대한 흥미뿐만 아
니라 의욕까지도 잃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반대
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교육에 노
력을 기울이게 된다면 2배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옛말에 교진초학(敎盡初學)이라는 말이 있다.
이말은 처음 가르칠 때 힘을 다하여 가르친다는 뜻
이다. 이중 초학은 처음 배운다는 뜻이다. 배움에
는 나이가 없으므로 꼭 어린 아이를 지칭해서 한
말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하게 되므로 이 말을 유년기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
하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 말을 교육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
라 효과는 명과 암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어떻게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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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영어 조기 교육이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자.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알아보고 그에 따라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먼저 필
요하다. 아이의 수준이 또래와 비슷하거나 심지어
떨어지는 데도 부모들은 끝까지 조기에 영어를 가
르치려 든다. 이러한 점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아이에게 어려운 책을 읽게 하고 상급 과정을 공부
시키는 것은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
고 끝내는 그 아이를 해치게 된다. 너무 빠른 시기
에 학습을 시키게 되면 초등학교 때 공부에 흥미를
잃어 오히려 악이 될 수도 있다. 부모들은 항상 아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어 조
기 교육은 신중해야 된다.

달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아기에 사고가 발달 할 때에는 언어가 사고를
촉진해 주는데 이 시기에 영어를 막 배우기 시작하
는 아이들이 쓰는 영어 수준이 굉장히 낮다. 그러
니 영어를 쓰는 순간에 수준 낮은 사고를 할 수밖
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영어 조기 교육은 어린
아이들의 사고 수준을 떨어뜨리고 창의력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공부에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
다. 늦게 배워도 성취할 수 있다. 이 말이 일반적인
사실은 아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다. 과거
또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늦은 나이에 배워 성취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영어 조기 교육은 반대한다. 아이들은 어
린 시절에 한창 뛰어놀아야 하기 때문이다.

뇌 전체가 자연스럽게 골고루 다 발달할 수 있다.
영어 조기 교육과 같이 시각, 청각만을 통해 교육
을 시키면 나머지 쪽으로는 발달이 안 된다. 만 0
세에서 3세까지는 감정과 정서의 뇌가 빠르게 성
장하고, 그 후 만 6세까지는 종합적인 창의력이,
12세까지는 언어를 포함한 학습 능력이 가장 왕성
하게 발달한다. 외국어도 만 6세 이 후에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이다.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나의 생각

뇌의 언어 중추가 아주 적절히 발달을 시작할
때에 본격적으로 언어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가 재
미를 느끼고, 자기 스스로 이걸 해야 되겠다는 동
기 부여가 동반이 되어야 교육의 효과는 최대가 된
다. 이같이, 영어 조기 교육은 유아기에 있는 아이
들의 두뇌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다.

유우정

영어 조기 교육은 어린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고
수준을 떨어뜨리므로 빨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
다고 생각한다.
영어 유치원에 1년 반 넘게 다닌 어린이들과 사
교육을 받지 않는 공동 육아 시설 어린이들의 창의
력을 비교해 봤을 때 같은 그림에 대해 공동 육아
어린이 집에 다닌 어린이가 더 많은 창의적인 답을
했다. 또한 언어 창의력은 평균 24점, 도형 창의력
은 평균 21점으로 공동 육아 보육 시설 어린이들이
높다. 이는 유아기에 학습하는 외국어가 창의력 발

186

우리한국학교

또한 영어를 빨리 배우기 시작하는 것은 어린이
의 두뇌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다. 0세에서 3세까
지는 언어의 뇌를 포함해서 공부하는 뇌는 회로에
반응이 별로 없다. 그 때는 오감의 자극을 통해 두

창의력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사고 수
준을 떨어뜨리고 두뇌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영어
조기 교육을 굳이 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알맞은 시기와 나이에 영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
는다.

인간 배아 복제 연구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
9학년 백지환

인간 배아 복제 연구는 성공되기 이전부터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아왔다. 몇몇의 동물복제 성공 사
례 이후, 2001년 10월에는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
인 어드밴스트셀테크놀로지(ACT)가 세계 최초로
배아 복제에 성공했다. 인간 복제는 난치병과 불치
병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인간 배아 복제 연구는 인간의 존엄성
을 해친다는 윤리적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생명을
연장하거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른 생명을 파
괴하고 미래의 태아를 희생시키는 것은 도덕적으
로 옳지 않다.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일이
다. 이 연구 과정에서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수정
된 배아를 파괴해야 한다. 복제에 성공하기까지 수
많은 실험을 거쳐야 하며, 그 동안 많은 난자가 파
괴된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사
라지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실험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을 위해 나중에 태어날지 모르
는 태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이기적이다. 자연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인간 배아 복제 연구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과학자들은 인간 배아 복제 연구를 통해서 여러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사람 몸의 장기를 복
제하여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고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독이 될 것이
다. 치료가 쉽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몸
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또한, 자신이나 남
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인간 배아
복제 연구는 어쩔 수 없이 병을 안게 된 사람들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
을 위한 연구일 뿐이다.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하

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을 만들었다. 2001년
3월에는 유럽회의 41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인간
복제 금지협정에 비준하였다. 미국 정부에서는 생
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는 입장을 밝혔으며, 영국에서도 배아 복제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였다. 많은 나라에서는 인
간 배아 복제를 윤리적인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영화‘아일랜드’에서는 복제인간의 탄생으로
세계가 혼란스러워진다. 연구와 실험이 계속되면
이같은 일들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현실
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결국 인간 배아 복제는 많
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키
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
을 미친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있
는 인간 배아 복제 연구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
제이다.

인간 배아 복제 연구
9학년 임은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 배아
복제 연구는 생명공학계의 중요한 희망들 중 하나
이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로 이미지가 굳어가
고 있다. 물론 과학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인간들의
제한된 수명이 더 늘어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
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인간 배아 복제 연구가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고려해 보면 무조건
긍정적인 일이라고 단정 짓기 힘들다.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한다는 말이 있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해선 작은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 개념은 인간 배아 복제를 지지
하는 측에 의해 쓰이고 있다. 물론 조그마한 배아
를 사용해 많은 사람들의‘불치병’을 치료하고 다
른 의학적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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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연 우리는 두 생명의 무게가 다르다
고 주장할 수 있을까? 위와 비슷한 수많은 논쟁들
은 이미 동물 실험에 관련해서도 일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생물을 대상으로 진행해
야 하는 실험들을 위해 동물들을 실험체로 사용하
는 것도 필요악으로 분류하고 있는 와중에, 인간으
로 자라나고 있는 생명체들을 가지고 생명공학 연
구의 재료들로 사용한다는 것은 결코 생명을 존중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생명의 존엄성 자체도 결코 단순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인
간 배아 복제 연구를 하기 위해선 많은 양의 수정
란과 배아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그

처음 인간배아 복제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순식간
에 퍼졌을 때, 바티칸의 로세르바토르 로마노지는
“인간배아 복제는 인간을‘광기의 터널’밑으로
이끄는 행위”라면서 강한 반발심을 표현했고, 수
많은 카톨릭 신자들도 같은 뜻을 내비쳤다. 신을
믿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특성상 생명을 대하는 자
세가 과학자들과는 많이 다르기에, 종교인들의 반
론은 연구를 중단하자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2011년에 실행된
여론조사는 인간 배아 복제 연구가 오로지 종교적
인 이유로만 반대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당
시 타임지와 CNN 방송에서 진행한 조사에 의하
면, 대략 86% 정도의 국민들이 인간 배아 복제 문

것들을 분해하고 변형시켜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는 미래의 인간들을 파괴해버리는 셈이다. 물론 수
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배아를 인간으로 보는 것
이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배아가 나
중에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기에, 그들은 최소한 미래의
인간 정도로는 여겨져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아무리 자신이나 친인척의 세포를 이용해 수정란
들을 만든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을
인공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핑
계가 되지는 못한다. 그리고 설령 환자나 기증자
본인의 세포를 이용해서 자신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소위 말하는“복제인간”들을 만들어낸다 해
도, 일란성 쌍둥이들이 완전히 똑같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다른 사람들도 간주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간 배아를 이용해 불치병을 치료하는 것은 또 다
른 목숨들을 희생해서 환자들을 살리는 것이나 다
름없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 세계
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종교인들의 시각에서 인간
배아 복제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
다. 물론 과학과 종교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울
리기 힘든 조합이지만, 둘 다 전 세계 사람들의 삶
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제를 반대하였다고 한다. 만약 종교적인 견해에 의
한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해도, 절반 이상의 사람
들에게 반대되는 인간 배아 복제 문제는 실행하기
가 어렵다.
여러 과학 윤리적 근거들을 고려한다면, 인간
배아 복제 연구가 무작정 단점밖에 없다고 보기 어
렵다는 것은 사실이다. 병들과 유전적인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를 통해 성공적으
로 발전시키는 것이 경이로운 일처럼 보일지도 모
른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의학의 발전을 원하
는 과학자들이기 이전에 인간, 사람 인(人)에 사이
간(間), 즉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존중하며 조
화롭게 살아가는 생명체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클론이기 이전에 수정된 배아도
역시 인간이고, 그 배아가 스스로 자신을 희생해야
진행되는 인간 복제 연구를 진행시키라는 의견에
직접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미래의 배아인 수
많은 생식 세포들을 파괴해가면서 인간의 존엄성
을 낮추는 일이다. 만약 배아들이 인공적으로 창조
되었을 뿐인 작은 세포 덩어리들이라고 생각되고,
‘그것들’을 인간들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별 문제
거리가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를 그 실험체들
의 입장에 대입해서 생각해본다면 생각이 바뀔 것
이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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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분석당하고 심지어는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파괴당하는 일을 즐길 수 있
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당장 인간 복제에 관
련된 모든 과학적 연구를 멈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기 자신의 삶의 길이를 늘리
려고 다른 생명의 씨앗들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진
행되는 인간 배아 복제 실험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
하는 다른 대안들을 찾는 등의 방안을 택하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인간 배아 복제 연구

난자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 난자를 얻기 위해선 인
체에서 직접 적출해야 하므로 이 과정이 당사자에
게도 위험하며 차후에 불임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많은 생명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간 배아
복제 연구는 많은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많은 복제
연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성하게 태어난 인간
을 인위적으로 재생산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
어서도 안 되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동물
적인 사고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인간 배아 복제
연구가 성공한다면 그 복제된 사람의 고유의 정체
성을 지닐 권리를 침해한다. 세상에 오직 나는 하
나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 또 안정성이 확보되기까지 무수히 많은
인체 실험이 행해지고 무수히 많은 배아들이 죽어
가야 할 텐데 이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 복제양 돌
리를 만들기까지 250여 회나 실험을 실패했는데
인간 배아 복제를 성공하려면 더 많은 실패를 겪어
야 할 것이고, 그 만큼 많은 희생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인간 배아 복제 연구는 많은 피해와 희생이
필요할뿐더러 인간의 안정성과 정체성을 위협하
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9학년 유우정

인간 배아 복제 연구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연구 과정
에서 복제에 필요한 배아를 얻기 위해서는 부득이
한 사람의 생명이 될 배아를 파괴해야만 한다.
배아를 그대로 둔다면 태아가 될 것이지만, 정
자와 난자가 합쳐져 수정된 지 5-6일 가량 된 배아
를 파괴해야 한다. 생명체의 시작을 수정이후 부터
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생명체를 필요한 것만
뽑아 쓰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자연 폐기가 된다.
이것은 엄연한 살인이다. 많은 생명들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연구 때문에 희생된다. 확실하지
않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 배아 복제를 실
행 할 경우, 낮은 가능성의 태아생성 여부와 더불
어 많은 배아가 파괴된다. 배아를 복제하기 위해선

인간 배아 복제 연구
9학년 심소정

인간 배아 복제 연구는 앞으로 계속해야만 한
다. 오늘의 발달된 기술과 과학자들이 만나면 성공
률은 높다. 반대쪽 의견에서는 인간 배아 복제는
배아를 파괴하면서 미래의 태아를 희생하는 끔찍
한 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포기하면 과거
의 노력들이 너무나 아깝고 아쉽지 않은가? 지난
실패들을 위해서라도 인간 배아 복제를 꼭 성공으
로 이끌어야 한다. 성공은 무슨 장점이 있을까?
무성생식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불임문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를 기증하는 사
람들보다 장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은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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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인간 배아 복제로 직접 장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분명히 현재 의료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오늘
의 세계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이 가능
하게 되는 점이다.
더 나아가, 수많은 질병들도 인간 배아 복제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해질 수 있다. 심장질환, 알츠
하이머병, 파킨스병, 당뇨병, 척수 재생은 물론 더
욱더 많은 병들을 고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 배아 복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지
속되어야 한다. 이 하나의 닫힌 문 뒤에는 빛나는
기회들이 숨겨져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열쇠 뿐,
이 열쇠를 획득하는 것은 계속된 연구로 이루어질
것이다. 배아를 아까워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질
병들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더욱더 아깝
다. 내일의 거대한 성공을 위해서 오늘의 작은 희
생은 필요하다.

인간 배아 복제 연구를
계속해야하는가
9학년 오범석

최근 들어 인간 배아 복제 연구에 관심을 가지
는 사람들이 많다. 인간 배아 복제 허용 계획에 대
해 지금 어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문제이다. 최근
영국 정부가 연내의회에 제출키로 했다는 치료목
적의 인간 배아 복제 그것을 허용해도 되는가에 대
해 다루어 보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인간 배아 복제 기술이 이미 보도된 대로
최종 인간을 복제하는 소위 개체 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
는 이유는 역시 그 기술의 잠재적 위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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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보면 인간 배아 복제 문제를 그 생명
가치나 도덕적 지위 문제로 다루어 윤리 논쟁의 대
상으로 삼는 것은 그리 설득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
다.
인간 배아의 복제는 그것이 인간 개체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과 이 경우 초래된 사회, 문화, 종교
등 전체 인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다는
점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인간배아 복제문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정보를 알아가며 우리가 먼
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자.

인간 배아 복제 연구
9학년 이승원

우리는 인간 배아 복제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
인간 배아 복제 연구를 계속하면 새로운 의학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다. 따라서 심각한 병들도 치료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이 발전했지만,‘슈퍼박테리
아’,“HIV/AIDS’과 암처럼 아직 치료 할 수 없는
병들이 많다. 연구를 계속하면, 치료할 방법이 생
길 수 있다. 또한, ‘Autism’,‘OCD’, 그리고
‘ADHD’같은 병들도 치료할 수 있다. 인간 배아
복제 연구를 하면 인간만 아니라, 동물들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배아 복제 연구로 인해, 동물
배아 복제 연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게 될 것이
다. 인간 배아 복제 연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게
될 수 있다.
인간 배아 복제를 계속 연구를 계속하면 새로운
의학 지식을 알게 되겠지만, 다른 부작용과 악의적
인 목적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고려를 해야
한다.

한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
9학년 유우정

‘한류’는 한국의 문화가 해외로 전파되어 인기
리에 소비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처음에는 영
화, TV드라마. 대중 음악, 게임 등 대중문화의 해
외 유통, 소비가 위주였지만, 점차 패션, 음식, 한
글 등 한국 문화의 해외 진출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한류 열풍은 대장금이 빅히트를 친 후 수
많은 한국 드라마가 수출되고 있다. 멕시코, 이집
트,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도 드라마, 음악, 영화 등
한국의 대중문화와 한국스타에 매료되어 열광하
고 있다. 또한 상품 판매는 일본, 대만, 홍콩에서
드라마 관광, DVD, 캐릭터 상품 등 대중문화 및
스타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상품을 판매하는 단계
이다. K팝과 K아트 등 한류의 역사와 현황을 밀도
있게 다룬 한류 종합 소개서가 출간되었다. 우리나
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 문화를 전하는 나라로 변
신하고 있다.
이러한 한류 열풍은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끼
치고 있다. 한류가 국가브랜드와 한국 제품의 호감
도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매출 증대와 해외시장
개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서비스, 제조 분야 300개사를 조사
한 결과‘한류 덕에 매출이 늘었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51.9%였다고 밝혔다. 한류의 매출증대 효
과는 문화(86.7%), 관광(85.7%), 유통(75.0%0), 등
서비스 업종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식
품(45.2%), 전자(43.3%), 화장품(35.5%), 자동차
(28.1%), 의류(23.3%0) 순으로 한류 효과를 본 것
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82.8%는‘한류 확산으
로 한국과 한국 제품의 우호적 이미지가 높아졌
다’고 답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때 한류 효과
를 경험했느냐는 물음에는 기업의 43.5%가‘그렇
다’고 답했다. 한규 스타나 한국 드라마 등의 한류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는 기업은 5곳 중 1곳
(21.0%)으로 나타났다. 이 중 89.1%는‘한류 마케

팅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류 붐을 더욱 확산하
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중문화에서 벗어나 문학과
사상, 예술 등 지적 분야로 그 영역을 넓혀야 한다
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만열 경희대 교수는‘세계
한민족 미래소통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한류는 영화, 노래, 음식 등 대중문화
영역에서 큰 인기를 누렸지만 그 영향력에는 한계
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경제연구원(원장
남종현)이 주최한‘문화와 한국경제, 그리고 한류’
세미나에서 한류를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기류도
있는 만큼 이질적인 문화를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령 전 장관은“한류문화와 같
은 새로운 형태의 문화 경제가 대두하면서 지금까
지 말해온 시장경제의 거짓된 수요-공급이 드러났
다”며“한류문화의 경제효과는 비 시장 가치인 ’
내재적 가치’에 의해 발생 한다”고 설명했다. 최광
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요즘 반 한류, 혐 한류
가 등장하고 있다”며“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상
호 문화에 대한 존중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한류를 활
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덕수 한국종합예술학
교 교수는“K팝만 가지고는 위험하다. 그 근본은
우리 것이 아니다. 마이클 잭슨에 가깝다고 생각한
다. 먼저 한국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한류를 우리 생활과 연결하는 등의 정리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류는 한국적인 전통문화
속에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류는 음악, 드라마, 영화, 음식의 분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전문학과 고대역사, 사상 등
을 수준 높은 영어로 유명 잡지를 통해 알려야 한
다. 이러한 노력들이 함께 갈 때 한류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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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정과 인적 자원을 확충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9학년 전혜진

한류란 한국의 문화가 해외로 전파되어 인기리
에 소개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수년 사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에서 한국문화를 배우
려는 문화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류의 시작을 연 것은 1990년대 드라마‘사랑
이 뭐길래’이다. 이 드라마의 뒤를 이어 드라마
‘겨울연가’도 열풍을 일으켰다. 대중가요로는 댄
스그룹‘동방신기’와‘카라’그룹 등이 일본에 진
출하게 되면서 k-pop의 열풍도 시작되었다. 드라
마나 K-POP에서 시작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은
한글, 한식, 한국의 순수예술 등 한국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외국에서 한
국어 교육을 하는‘세종학당’의 수강생의 수도 급
증하는 추세에 있다.
한류 콘텐츠의 높은 완성도와 국제화 지향성,
SNS 등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이 한류의 확장에 원
인과 바탕이 되어준다. 기획사에서는 인재를 발굴
함과 동시에 집중적인 훈련을 시킨 후 데뷔를 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다. 또한 음악의
완성도를 높이고, 한국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을 염두하고 작업을 함으로 세계인들이 더 많은 반
응을 보이고 있다.
드라마, k-pop 등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SNS등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한류 열풍 덕에 한
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더 나아가 한류는 국가 경제력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급속한 경제 발전 성과가 부각
된 한국의 이미지에 문화와 스타일이 더해져 국가
브랜드가 향상 하는 것이다.
음악과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류가 여러 영역에
서 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한류에 관한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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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
9학년 박창준

21세기부터‘한류’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
했다.‘한류’란 한국의 전통 문화 및 대중문화가
해외로 전파돼 인기리에 소비되고 있는 현상을 뜻
한다. 한류의 현상은 처음에는 영화, TV드라마, 대
중음악, 게임 등 대중문화에 국한되었지만 최근에
는 패션, 음식, 한글 등 보다 폭 넓은 분야로 확산
되고 있다. 한류는 이제 한국 문화 산업의 에너지
가 되었고 이제는 한국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개념이 되었다.
세계 어디로 여행을 가든 어디서나 한류의 현상
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 맨해튼 32번가
에 한인 타운이 있다. 그 한인 타운에는 여러 개의
한인 식당과 마트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곳의
한국 식당에 들어가면 많은 외국인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 치킨과 커피가 맨해튼에서 인
기가 있다는 보도를 접하기도 한다.
한류가 여러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내
생각에는 가장 영향력이 큰 분야는 음악, 음식, 한
글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세계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중가요를
‘K-Pop’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한다. 이제 한국 대
중가요는 우리나라만의 음악이 아니라 세계인의
음악이 되고 있다. 이곳 미국에서도 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음악은‘강
남스타일’일 것이다. 이 노래로 한국은 더욱 관심
을 받게 되었다. 한국 대중음악 댄스와 퍼포먼스에
미국과 외국 대중들이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런 다양한 한류가 한국 문화산업의 매출에도 영향
을 미쳤다는 한국 신문의 뉴스를 봤다. 네이버에서
검색한 한 기사를 보니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회사를 조사한 결과‘한류 때문에 매출이 늘었다’
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고 한다.
이런 뉴스를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뉴저지에 도착해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한류의
중심에 들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학교에 가도
외국 친구들이 한국 대중음악을 좋아한다. 유투브
를 통해 방송을 함께 보기도 한다. 이렇게 대중음
악이 한류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는 여
러 원인이 있는 것 같다.
3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 본다면 첫째, 미국
인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높은 음악 수준이다. 라
디오에서 미국 가수들의 음악을 많이 듣지만 한국
대 음악과 별반 차이가 없다.‘왜 그럴까’하고 평
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보던 신문 기사가
눈에 띠었다. 뉴욕타임스(NYT)는‘한국 기획사에
서 전 세계적인 오디션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고,
이렇게 뽑은 뮤지션을 길게 7,8년 동안 집중적인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한다’고 했다. 아빠는 이 기
사를 보여주면서“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경쟁을 뚫
고 노력하다 보니 나타난 결과”라고 말씀해 주셨
다. 거기에 각 음악 분야 별로 세계 최고의 전문가
들이 붙어서 완성도를 높인다고 NYT는 설명했다.
둘째, 한류 콘텐츠가 세계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구글에서 한국 대중가요 자료
를 검색해보니 기획 단계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음악 작업을 한다고 한다. 한국의 기획사들은 넓지
않은 국내 시장 규모 때문에 국제화와 현지화를 추
구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 이유로는 나는 집에서 아빠랑 엄마에게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한다고 꾸중을 많이 듣는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이런 것이 한류가 퍼져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유투브,
페이스북 등에 뮤직비디오를 올려서 세계에 많이
퍼진 것이 아닐까? 강남스타일이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인터넷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다. 나도 많이 보고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제부터는 아빠 엄마가 인터넷
을 많이 한다고 하면 인터넷에서 한류 문화를 전파
하는 나의‘활약상’을 얘기해야겠다.
내가 보기에는 한류는 SNS와 미디어를 사용해
홍보하는 것이 제일 알맞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SNS와 미디어를 통해
음악과 영화를 보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한류는 곧 기회라고 생각한다. 한국
의 문화를 세계에 뽐내면서 최강의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이 이러한 한류가 인
기를 얻고 있는 이 기회를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
으면 좋겠다.

만약에
9학년 이승원

친구는 마음을 나눈다.
친구는 비밀을 서로 나눈다.
친구는 기분도 나눈다. 기쁨도 슬픔도
만약에
어느 날 문득 친구가 사라진다면...
나누고 싶은 사람,
기대고 싶은 사람,
서로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어진다면...
만약에
우정이 깨어진다면,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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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멀어져야 할까
아님 다시 가까워질까
만약에
친구가 내 험담을 한다면
나는 마주볼 수 있을까?
아님 용기가 부족해 가만히 있을까?
나는 이 모든 의구심을 접는다.
친구와 더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만이
더욱더 우리를 안전하게 하리라.
나는 그것을 믿는다.

여름 해가 저물다
9학년 이승원

한여름
마지막으로 발을 모래에 담근다.
여름이 간다.
손가락에서 여름이 흘러간다.
여름이 떠나고, 물은 차가워진다.
여름은 지나간 꿈이 된다.
여름은 이젠 멀어진다.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해를 바라보며 다시 누웠다.
그나마
여름이 가고 있다는 것을 잠시 잊었다.
떠나는 여름을 잡으려 모래를 움켜지지만 연신 모
래는 손을 빠져나간다.
또 다시 나는 가을을 맞아야 하나?
정답을 이미 나는 알고 있다.
학교 문을 열자마자, 마음이 무거워진다.
또 다시 나는 이 학교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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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넓은 학교 공간에 나의 자리는 없다.
내 자신,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머리 속은 차가워진 공기만큼 식어버린다.
이런 생각들을 정리한다.
아무리 두려워도 가을을 맞을 채비를 서둘러 해야
한다.
나는 나다
여름 해는 저물고
가을 바람이 찾아 온다.
이제 서서히 가을 맞을 채비를 한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가다듬고
나의 가을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머리 속에 그림을
그려본다.

영화‘그래비티’를 보고
9학년 전혜진

‘그래비티’는 지구에 사는 누구나가 영향을 받
고 있는 중력의 영어 단어이다. 영화 그래비티의
감독은 해리포터 시리즈 중 아즈카반의 죄수를 연
출했던 알폰소 쿠아론이다. 이 감독은 이 영화의
우주 모습을 찍기 위해 우주배경을 무려 6년간 만
들었다고 한다.
그래비티에서 주인공 스톤박사(산드라 블록)는
사고로 딸을 잃고 삶의 좌절 가운데 우주 비행사의
직업을 선택한다. 하지만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기
위해 우주 탐사에 나선 그녀는 우주 망원경을 수리
하던 도중, 인공위성 잔해와 부딪치는 불의의 사고
를 당하게 되고, 우주에서 표류하게 된다.
그녀가 원한 모든 압력으로부터 단절된 공간이
지만 극한의 공포만이 존재할 뿐이다. 동료 스톤
박사의 희생으로 우주로부터 삶의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지구로 그녀는 무사히 귀환하는 것이 영
화의 전체적 줄거리다.
삶을 사는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중력, 그리고
압박이 과연 탈출하고 사라져야만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답하는 영화다.
미국에서 고등학생의 삶을 사는 나에게도 이런
압박과 두려움이 있다. 첫 번째로 공부에 대한 부
담감이다. 학생으로 느끼는 의무감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차례의 중요한 시험들
은 나에게는 큰 부담감과 압박이다. 항상 반복적인
빠듯한 일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학생으로서 자
신의 점수를 계속 유지시켜야 하기에 그 무엇보다
부담이고 압박이다. 하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

심들은 나를 좀 더 부담스럽게 그리고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미래의 꿈이 있기에 그 꿈을 이뤄야겠다는 생각은
나에겐 엄청난 무게로 다가온다.
하지만 나에겐 이러한 두려움, 그리고 압박감
등을 이겨낼 희망과 끈기가 있다. 다행히도 나에게
는 내 꿈을 이루고 싶은 확실한 목표가 있다. 이것
은 포기하지 않고 매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
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셨던 나의 부모님의
믿음을 생각하면 더욱 힘이 난다. 이 또한 내가 포
기하지 않고 내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이유가 되기
도 한다. 앞으로의 삶도 쉽고 가벼울 것 같진 않지

이자 과정인 것임을 알기에 이러한 과정을 모두 맞
이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두 번째로는 내 꿈의 실현에 대한 압박감이 있
다. 일단, 나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 내 꿈의 대한 욕

만 나의 희망과 끈기를 믿으면 해내지 못할 일들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
영화 주인공이 늘 꿈꾸던 자유가 아닌 다시 중력
의 공간에 돌아와 걸음을 내 딛는 마지막 장면처럼
나는 내 삶의 압박과 무게를 이겨내며 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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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선 시대의 신분 제도가
현시대에 존재한다면⋯⋯
8학년

엄태웅

조선 시대에 존재하였던 신분제도는 왕과 왕족을 제외한 국가의 국민들을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천민
으로 구분을 두었던 제도이다. 그것은 다시 크게 2개의 계급으로 갈리었는데 크게 양인과 천민으로 나뉘었
으며 천민에는 말 그대로 백정, 노비와 같은 천민이 속했고 양인에는 나머지 세 신분이 속해 있었다. 두 계
급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자면 양민에게는 과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천민은 그렇지 못하
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신분 제도가 현시대에 적용된다면 어떨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지만, 가장 큰 문제
는 아마 국민들의 반발일 것이다. 사실 현시대에 국민들에게 신분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까
다롭고 어색한 일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신분을 나누어야 한다면, 아마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국
회의원과 고위 공무원들일 것이다. 중인에는 전문 직종인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세무사, 금융업 종
사자 등이 속할 것이고, 상민에는 중인에 비해 수입이나 능력이 비교적 적은 사람이 속할 것이다. 천민은
불법 체류 노동자, 노숙자 등이 주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나뉜 계급 사회는 갑작스러운 규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변해 버릴 것이다.
하루 아침에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게 된 것이다. 누구는 천민이 되고 누구는 양반이 되었
다는 사실에 분개한 인권운동가들과 여러 사람들은 거리로 나오고, 곳곳에서 정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외국계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했던 돈을 모두
도로 가져가 버리고 주식 시장의 주가는 그대로 폭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머지 않아 우리 나라는 1998년
에 일어났던 IMF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한다. 이에 따라 회사들은 파산하고, 국민들의 생
활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단지 이것뿐일까?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나라의 상황에 국민들은 희망을 잃
고 정부는 신뢰를 잃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국가 재정 상태가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시대의 양반들
이 그랬듯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며 세금을 갈취하고, 국가 재산인 공금 횡령 등으로 더욱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머지 않아 그들 또한 몰락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속 빈 깡통이 되겠지만.) 아무리 국민들이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여도 변하지 않는 신분과 그들에게 걸린 전에 없던 제약 탓
에 국가의 발전에는 한계가 생길 것이다. 결국 국가가 제대로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신분 제도는 고조선부터 조선 시대까지 존재해 온 고질적인 제도이다. 이 제도가
있었음에도 국가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들의 머릿속에 신분은 반드시 나뉘어져 있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었다. 이로써 양반들은 당연한 듯이 국가를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고, 국가가 유
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확실한 인식과, 인간은 하늘 아래 모두 평등하다는 신념으로
만들어진 법이 존재하는 현시대에는 신분 제도가 존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분제도가 존재하였던
기간보다 훨씬 짧은 근 100년간 인류가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평등 사상 때문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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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안

글쓰기

조선 시대는 충 효 예를 중시하였고 자신의 신분에 따라 삶이 확실히 달랐다고 보면 된다. 신분 제도 때
문에 사람마다 계급에 따라 다르게 대우를 받았다. 당연히 신분이 높을수록 권력이 더 세지고 돈도 많아지
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밑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주어진다. 신분은 왕족 양반 평민과 천민으
로 나뉘었다. 왕과 천민의 생활은 너무나도 달랐고 서로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고도 볼 수 있다. 조선은 신
분제도 때문에 평등한 사회는 결코 아니었다. 조선 시대에는 평민의 의견과 목소리는 거의 사회에 반영되
지 않았다. 반면 양반은 평민보다 권력이 있었기에 그들의 말은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 이러
한 신분 제도가 2013년도에도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아주 많이 다를 것이다.
조선 시대에 있는 신분 제도 사회를 지금 사회에 그대로 옮긴다고 한다면 왕, 양반 평민 그리고 천민을
나누어야 한다. 왕은 대통령이 될 것이고 양반들은 대기업과 고위 공무원들이 차지할 것이다. 제일 많고 흔
한 평민들은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민들은 왕과 양반의 아래에서 일을 한다.
마지막으로 천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깔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된다. 문제점이 많지만 제일 간단하게
신분제도 사회를 지금 우리 사회에 옮겨 본 것이다.
생각해 보면 지금의 우리 사회도 완벽하게 평등한 것은 아니다. 분명히 지금 이 사회에서도 불공등한 일
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 시대와 비교해 보면 현재가 더 평등하고 공평하다고 생각
한다. 신분 제도를 나누는 기준이 한 사람의 계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하다. 그 계
급에 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공평할 수 없다. 그저 미리 정해진
계급에 속함으로써 계급이 나뉘기 때문에 신분제도가 존재하면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고 본다.
끝으로 신분제도가 있으면 많은 불만이 시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스스로 선
택할 수 없이 주어진 불평등의 문제는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좌절을 심어줄 것이다. 자신의 능력과 상관
없이 주어진 신분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한 비판은 많을 것이다.
신분 제도가 지금 사회에 반영될 일은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만약에 신분 제도가 내일부터 존재한다면
나는 강력하게 불만을 말할 것이고 비판할 것이다. 그리고 신분 제도를 반대하는 다른 시민과 함께 신분
제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는 이렇게 써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
회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욱 더 발전하여 평등하고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날이 반드시, 속히 오기를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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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라의 골품제도가 있다면⋯⋯
7학년

조한나

아침이 되어 눈떠서 일어나 보니 세상이 모두 바뀌었다. 친구들이랑 등교하는 학교도 달랐고 어떤 아이
들은 학교를 가지 못했다. 각자 사용하는 교통수단도 달랐고 살던 집도 다 바뀌었다. 하던 일마저 달라졌
다. 마치 천녀도 더 넘은 신라에 사는 듯했다. 격세감이 심상치 않았다. 나는 등교하여 이웃들이 수다 떠는
것을 엿들었다. 이 나라에 신라의 골품제도가 다시 태어났다고. 이제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다.
법흥왕 시기 때 형성되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이 제도가 이세상에⋯⋯ 우리 집은 5두품 쯤이었다.
골품제는 성골 진골 그리고1에서 6까지의 두품. 성골과 진골은 왕족들이었고 4두품 아래 3 2 1 두품들은
소멸되어 평민들과 같아졌다. 성골은 왕위 계승권을 가지는 왕족이어서 규모가 작았다. 진골은 신라 왕족
중에서 최고의 귀족이 속한 신분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웃 사이에 신분 따위는 없었고 친구들 사이에
잘난 척은 있어도 넘을 수 없는 계급 따위는 없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지금 세상은 좀더 세련된 신라이다. 요즘 대세 드라마‘상속자들’과 많이 비슷하다. 이 드라마에서는 아
버지가 회장이면 아들이 사장이거나 나중에 회장이 된다. 어머니가 어느 회사의 주인이면 반드시 아들이나
딸에게 상속된다. 학교도 높은 집안만 다닐 수 있는 학교, 이 세상도 드라마와 아주 비슷한 세상이다. 성골
이나 진골은 어마어마하고 귀한 집, 새 차 세련되고 유명한 옷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등. 6과 5두품은 좀 덜
한 아파트 차 옷 등. 4두품 이하는 초라한 집 싸구려 물건들. 교통 수단도 왕족들은 리무진 개인용 제트기
일등급 비행기 나머지는 반대일 것이다. 신분 높은 사람들은 무엇이든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다. 한편 4두품
이하는 어렵고 힘들게 매일 일하며 살아야 한다. 결혼도 신분이 비슷한 집안과 해야 해서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해도 할 수가 없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지만 낮은 사람들이 그러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 위와 같이 신분 제도는 말도 안 되는 차별이다.
결론적으로 골품 제도는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 뿐
아니라 친구와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이웃과 이웃을 멀어지게 한다. 모두가 모두의 적이라고 생각하
게 된다. 질투 부러움 편견 차별 등이 세상을 덮쳐버릴 것이고 사람들은 모두 혼자가 될 것이다. 골품제도
가 신라 시대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세련된 신라의 나라에는 무척 위험한 제도가 될 것이다. 우리
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골품 제도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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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품제도란 신라 때에 혈통에 따라 나눈 신분 제도. 왕족은 성골과 진골로 귀족은 육두품. 오두품 사두
품으로 평민은 삼두품 이두품 일두품으로 나누어진다. 성골은 골족 가운데서도 왕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신
분이었다. 진골 역시 왕족으로서 신라 지배 계층의 핵심을 이루면서 모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진골 아래의 6두품에서 4두품까지의 신분층 역시 경위에 진출할 수 있는 상급 신분층이었다. 5두품과 4두
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전해지지 않으나 국가 기관의 잡다한 실무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
다. 3두품에서 일두품은 제일 낮은 계층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우리기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골품 제도가 생
기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성골들 진골들과 1에서 6두품까지의 사람들의 생활 차이점들이 많을 것이다. 성골들과 진골들은 아주 으
리으리하고 좋은 집에 살 것이다. 또한 많은 차들을 소유할 것이다. 음식들도 고급으로 풍족하게 먹으며 살
것이다. 6두품에서 1두품까지의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은 집에서 많아야 3대의 차를 소유할 것이다. 음식들
도 적거나 적당히 있을 것이다. 옷 또한 다를 것이 없다 성골 진골은 장식이 많고 색상과 모양이 화려한 옷
을 입을 것이고 1에서 6두품까지의 사람들은 초라하고 단색의 옷들만 입을 것이다. 성골들과 진골들은 셀
루라 폰 게임기 텔레비전 음악과 운동을 취미 생활로 하였을 것이다. 성골들과 진골들의 자식들은 많은 것
을 배우러 해외 연수나 여행을 많이 다닐 것이고 SKY나 아이비리그 대학에도 경쟁 없이 손쉽게 진학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에서 6두품까지의 아이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적거나 아예 주어지지도 않고 성적
이 뛰어난 학생이라도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성골들만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리
버리하고 지식이 없는 아들이 왕이 된다면 국가에 혼란과 큰 지장이 올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침략할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할 것이다. 골품 제도로 인해 유능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신분이 세습되기 때
문에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것이며 서서히 쇠퇴해 갈 것이다.
골품 제도가 만약 현재까지 있었다면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할 것 같다.
만약 골품 제도가 지금 시행되면 그 나라는 후진국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도 신분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
다. 바로 인도이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빨래하는 직업을 가진 부모
는 자식에게 빨래하는 일을 물려줘야만 한다. 가난한 집들은 평생 가난하고 부유한 집안은 평생 부유할 것
이다. 이 제도는 불공평하지만 법 쪽에서 일하는 부유한 집안들이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들
이 번 돈을 저소득층과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이나 한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도 희미한 신분 제
도가 있다. 자신들과 피부 색이나 머리카락 색이 다르면 차별을 한다. 이것을 인종 차별이라 하는데 옛날에
비해 차별이 점점 없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미세한 차별이 있는 곳도 있다. 사람들의 무엇이 다르든 모든 사
람들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신분 뿐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도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우리들의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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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라의 골품제도가 있다면⋯⋯
7학년

박서연

골품제란 성골과 진골로 이루어진 골제와 6두품에서 1두품까지의 두품제로 이루어진 신분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하여 신라인은 정치,사회, 일상 생활에서 제한을 받았다. 예를 들면 집의 규모나 수레의 크기, 옷
차림 등은 골품제에 따라 결정되었다. 하지만 역사가 흘러 지금 이 시대에는 골품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이 시대에 골품제가 아직도 존재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로는 혼인 문제이다. 골품 제도 안에서는 혼인도 각 계급 안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수가 적
은 성골은 배우자를 얻는 일이 쉽지 않았다. 예를 들면 진덕 여왕이 혼인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만약 골품제가 이 시대에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마음대로 혼인도 못하고 즐겁게 살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기에 현재 계급이 있다면 결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두 번째, 바로 귀족들의 타락이다. 그 시대엔 능력이 없어도 관직과 승진이 보장되었기에 귀족들은 맘 편
히 인생을 즐겨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반면에 평민들은 비참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 이러므로 현재
골품제가 있다면 현재 사람들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라 골품 제도의 시대엔 폐쇄적인 사회 구조로 정치가 성장하지 못했다. 신라인은 능력이
아닌 부모의 신분으로 관직이 결정되고 승진이 제한 받아서 우수한 인재가 활용되지 못했다. 그래서 사회
적 통합에 어려움을 겪어 정치가 성장하지 못했다. 만약 지금의 시대에 계급이 존재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
휘할 수 없다면 우리 나라는 인재 부족을 겪게 되고 점차 국력이 약해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설명들을 보면 계급 제도가 있어서 좋을 것이 없다는 게 뚜렷이 보인다. 혼인도 제대로 못하
고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게다가 훌륭한 인재라도 그가 평민이라면 실력 발휘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것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골품제가 이 시대에 존재한다면 생활과 문
화마저 바꾸게 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골품제는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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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렵쯤 PTA 총회가 있겠구나 싶어서 홈페이지 들어가봤더니, 역시 이번주 토요일이네요.
2년전 제가 총회 준비하면서 우리한국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즉 무슨무슨 효
과를 봤다~ 라는 말을 들으면 엄마들이 좋아할 텐데⋯ 라고 말씀 드렸었어요. 그 말에 책임지려고 ^^ 이렇게 메일 드
려요.
------------중략--------한국 들어오니 한국학교 다니던 것이 이렇게 도움 되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한국학교 안다녔
으면 어떻게 우리 애들이 한국와서 이렇게 학교에서 적응하고 공부할 수 있었나 싶어요. 엄마들이 결과=성적을 궁금
해 하실테니, 제일 처음 받았던 성적 먼저 말씀드리면, 큰 아이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처음 들어와서 중간고사 국어 1
등급, 기말고사 국어 1등급 나왔어요.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처음 들어와서 교내국어논술대회 은상 받아오구
요. 중학교 들어와서 전과목 95점 이상 나오고 있어요.(지금 한국 중학교 2학년부터는 절대평가제라서 등급이 안나
와요. 전교석차는 전교 15등 안팎이예요.)
큰 아이는 한국에서 학교 제대로 다닌 것은 4학년, 5학년 그리고 앞뒤로 몇 개월이예요. 둘째는 1학년, 2학년 다녔
구요. 아이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한국학교 덕분이예요. 한국학교에서 매주 한국 공부를 한국식
으로 하고, 한국 교과서를 꾸준히 보고, 한국식으로 시험문제를 접하고, 고사성어를 한 것들, 수학 문제를 푼 것, 사회
공부를 꾸준히 한 것들이 큰 효과를 보고 있어요.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을 다녔는데, 공백이 거의 느
껴지지 않아요. 집에서 한국책을 많이 읽었던 것 때문에“엄마. 대치동에 오래 살았던 내 친구들보다 한국어 어휘가
더 강해”라는 말도 하더라구요. 큰 아이는 고등학교에서 잘하고 있고, (요즘 고등학생은 자기 실력보다 뒤집혀서 대
학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등급을 말씀드리기는 좀 ^^) 영어 특기자 전형과 입학사정관제를 노리고
있어요.
미국에서 디베이트를 하면서 논리적인 글들을 많이 썼던 것이 도움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책 많이 읽고, 수학
문제집 여러권 풀고, 한국 와서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니 엄마가 집에서라도 아이가 편하도록 신경 써주는 것이 도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메일 쓰기 전에 할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총회 때 전해줄 수 있을 만한 말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
하니⋯끙⋯ 막히네요. 메일 쓰다보니 한국학교 교무실이랑 식당, 교실들이 눈에 선하네요. 좋은 학교 만들어주신 덕
분에 즐겁게 보람차게 잘 다녔어요.
선생님들께 꼭 감사인사 전해주세요. 중학교 국어, 수학, 한국사 모두 덕분에 끊어지지 않고 잘 배웠어요. 초등학
교 국어, 수학, 사회, 음악 등등 공백이 느껴지지 않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총회날 엄마들께도 말씀드려주세요.
미국오자마자 한국학교 보내라고. 한국공부 한다고 해서 영어 느리게 늘지 않는다구요. 잘 늘어요. 그리고 한국 공부
한 학기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재원 아이들의 경우 한국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한국어가 아니라
교육과정에 맞춘 교과목을 배우는 거예요. 한국에 계실 때는 수업 한번 빼먹는 것을 못 봐주시던 부모들이시니 한 학
기를 통째로 빼먹고 나면 몇 개월 지나고나서 좀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따라가기 힘들어서 꾀를 낸다고 말씀해주세
요. 그리고 아이가 6시간 앉아있는 것 힘들어하면 나중에 한국에서 학교 끝나고 가는 학원은 어떻게 보내시려고 하시
냐구요. 교포 아이들은 한국 학교를 안다니면 초등학교 고학년 넘어가면 엄마와 수준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해요.
아이랑 밥먹고 라이드하는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시사 문제에 대해서 아이와 부모가 생각하는 것들, 아
이에게 거는 기대, 부모에게 바라는 것 등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이야기하려면 수준 높은 어휘와 사고 체계가 필요해
요. 그러려면 한국학교를 최소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마쳐야 한국어를 읽고 쓰는 수준이 아니라 부모와 깊이있는
토론이 가능한 정도까지 된다구요. 본인이 영어가 그만큼 안되기 때문에 아이가 가서 한국어를 배워오라고 학교에
보낸다고, 그래야 자식을 자식으로 키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교포 어머니도 봤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한국학교 가기 힘들다고 그럴 때면 홍세화의 파리의 택시 운전사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해줬어요.
파리에 큰 폭설이 내려서 도시 전체가 마비되었을 때, 엄마가 뒷자리에 아이들을 태운 채 눈길을 운전해서 4시간 만
에 한국어 배우는 곳으로 갔다구요. 그 아이들은 6살, 2살 때 한국을 떠나서 다시는 한국에 갈 수 없는, 그리고 그 부
모들은 한국이라면 치가 떨리는 상황에 되었는 데도 끝까지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공부를 가르쳤다구요. 그럼 저
희 아이들이 받아들여 주었어요. 엄마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아이가 끝까지 하게 되더라구요. 한두
번 빠질 수는 있지만, 학기 끝까지 보내달라고, 꼭 총회 때 말씀해주세요. 아이고⋯ 선생님 앞에서 주름잡고 있네요.
총회 잘 하시구요. 서부장님께도 꼭 안부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학부모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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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낀~데에?⋯⋯!!!
2학년 2반 담임교사

장창란

작년 2학기 말 즈음, 국어 시간에 <6단원. 하고 싶은 말>을 수업할 때의 일이다.
수업이 시작되었는데도 대구 사투리가 심한 태오는 책도 펴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었다.
“태오, 교과서 준비해 주세요.”
내가 태오에게 주의를 주자 태오는 불쑥,
“선생님? 예~, 우리 아빠가 예~, 나더러 사람도 아니래~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
닌가!
“으응? ─ ”뜬금없는 태오의 말에 나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무슨 말이에요?”하고 물었다.
태오는 잔뜩 이맛살을 찌푸리고 그의 특유의 경상도 운율로 아빠 흉내를 내면서 볼멘소리로 다시 말했
다.
“우리 아빠가예~⋯⋯‘저거 커서 사람 구실이나 하겠나~?’하면서 예~ ⋯⋯ 저는 사람도 아니래요?”
나는 순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잘은 몰라도 아빠들의 짓궂은‘아이 놀리기’장난인 것이다. 어찌하여 적잖은 어른들은 사랑스러운 아이
일수록 실없는 말장난으로 아이를 놀려대고, 끝내는 울기 직전까지 가서야 서둘러 무마하는 희열을 즐기는
것일까? 나도 어릴 적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삼촌의 놀림에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했었던가!.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놀림당한 대한민국 아이들의 족히 과반수의 부모는 대부분 다리 밑에서 호떡 장사하는 사람
들일 게다.
그렇잖아도 그날의 학습 목표는 <주장할 때에는 왜 알맞은 까닭을 들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알맞은 까닭
을 들어 주장하는 글을 써 보자> 였다.
‘좋아! ─ ’
나는 교과서를 덮었다. 학습 예문을 교과서의 내용이 아닌‘태오이야기’로 전개시킬 생각이었다. 그래서
반 아이들을 모두 주목시키고 말했다.
“여러분?, 태오 아빠는 태오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태오, 사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흠, 그렇군요! 그럼 정작 태오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지요?”
태오는 친구들의 반응이 힘이 되었는지 잠시 망설였지만 그래도 또렷하게 말했다.
“사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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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하하하.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태오 아빠는 우리와 의견이 다르네요? 그러면 태오
아빠에게 왜 태오가 사람인지에 대해 태오 아빠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 드리면 태
오 아빠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좀 전에 태오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태오가
사람이어야하는 알맞은 근거를 말해 주세요.”
“태오는 밥 먹어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강아지나 고양이도 밥은 먹던걸요?”
“태오는 달리기 잘해요!”
“그렇지요. 하지만 태오보다는 치타가 더 빠를걸요? 치타는 사람이? ─ 아니지요.”
친구들의 은근한 칭찬에 점점 얼굴에 화색이 돌던 태오는 애교 섞인 혀 짧은 목소리로,
“저는 그림도 잘 그려요.”한다.
“네, 맞아요! 태오는 사물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표현을 참 잘하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생님은 예
전에 인도코끼리가 그림 그리는 걸 봤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구요.”
“...... .”
“...... .”
계속되는 나의 반증에 아이들은 잠시 시무룩해져서 발표를 못하다가 한 아이가 번쩍 손을 들더니 큰 소
리로 말했다.
“ 선생님, 태오는 공부해요!”
“오, 태성이! 아주 좋은 의견을 생각해 주었군요,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미안하게도 일본에는 숫자를 알
아맞히는 침팬지도 있고, 한국의 에버랜드에는 <나의 살던 고향>을 연주하던 물개도 있던 걸요? 훈련이
나 약간의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사람의 조건이라고 하기에는......”
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아이가 소리쳤다.
“선생님,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말했어요. 태오는 생각해요”
“하하하, 와우~. 대단해요, 도원이! 그렇지요. 사람은 생각에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죠. 여러분도 지금 머
릿속에서 이것저것 막 생각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사람은 생각해서 뭘 만들 줄 알아요. 우리 아빠는 컴퓨터 잘 만들고 잘 고쳐요.”
“선생님, 사람은⋯⋯ 사람은⋯⋯ 말해요. 또 글로 뭘 막 써요.”
“선생님, 저요, 저요! 사람은 잘 웃고 잘 울어요. 우리 동생처럼요. ㅋㅋㅋㅋ”
“선생님, 사람은 걸어 다녀요.”
“선생님, 태오는 노래해요.”
“선생님, 사람은 서로 좋아해요.”
갑자기 봇물 터진 듯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중구난방으로 생각나는 것을 외쳐대기 시작하자, 교실은 시끌
벅적해지고 지금까지 별다른 의견을 못 내놓던 아이들조차 흥겨워지기 시작했다.
“선생님, 태오는 똥 싸요!”
“와하하하하~~~ 키득키득키득,,,,,, 쿡쿠쿠쿠쿡⋯⋯.”
아이들은 어쩜 그렇게 똥 얘기만 나오면 신 나고 재미있어하는지 모를 일이다. 책상을 두드리며 발을 구
르고, 교실은 이젠 걷잡을 수 없이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손뼉을 치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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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여러분?,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여러분 발표 중에 태오가 사람
일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게 뭘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한
이야기를 다시 잘 생각해보고 세 가지 정도로 추려서 쓰기책 73쪽에 <주장하고 싶은 것>과 까닭 1, 까닭
2, 까닭 3을 정리해 보세요.”
다시 숙연해진 아이들은 신중하게 잠시 생각하더니 각자 적어가기 시작했다.
본의 아니게 오늘 학습주제의 대상이 되어버린, 평소 쓰기를 싫어하던 태오도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열
심히 연필을 움직이고 있었다.
“음-,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때에 그 주장에 따른 알맞은 까닭을 들어서 말하면 상대방을 설
득할 수도 있어요. 설령, 상대방이 자신과 의견을 같이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까닭을
두세 가지 정도 제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주장하는 글을 다 썼으면 쓴 글을 다시 읽어보고 틀린
글자나 어색한 부분을 고쳐 써 봅시다.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 발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날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자신의 주장하는 글을 발표한 학생 중에 태오가 끼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교하기 전에 나는 태오에게 말했다.
“태오야, 오늘 집에 가서 아빠에게 네가 쓴 글을 읽어드려도 좋고, 아니면 아빠에게 직접 말씀드려도 좋
아요. 태오만의 특 별한 숙제인데⋯⋯ 할 수 있을까?”
태오는 우쭐해 하며 말했다.
“당연하죠?!”
그 다음 주, 첫 시간부터 국어를 시작하며 나는 태오에게 말을 걸었다.
“태오, 지난주에 아빠에게 말씀드렸니?”
“네에! ─ ”
“뭐라 셔? ”
미국에 잠시 연수와 계신 치과의로 한 번도 뵌 적 없는 태오 아빠의 반응이 나는 무척 궁금했다.
태오는 잠시 자신 없는 표정으로 머뭇머뭇하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 특유의 경상도 억양으로 천천
히 말했다.
“아빠가요⋯오?⋯⋯‘아닐낀~데에?⋯⋯’그래요⋯오⋯⋯.”
“푸, 하하하하~~~”
무척이나 난감해하고 있는 태오에겐 미안했지만 나는 정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살짝 늦둥이가 되어버린 발그레한 분홍빛 볼을 가진 태오가 씩씩대며 자신이 사람인 이유를 조목조목 들
이댈 때, 아마도 태오 아빠는 나처럼 터져 나오는 웃음을 숨기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걸 애써 감추고 사뭇
심각하게 태오와 똑같은 경상도 억양으로‘아닐낀~데에?⋯⋯’하고 뒤돌아 서서, 태오에게 들키지 않도
록 킥킥거리는 태오 아빠의 등을 나는 본 것만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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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수업의 진정한 의미

교사
사회/역사 담당 교사

조형민

에세이

시대가 변할수록 역사 의식의 본질은 점차 사라지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문화
에 대한 관심만이 깊어가는 요즈음 우리한국학교에 새롭게 신설된 역사 사회 과목
강의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역사 수업을 공부하는 의미는 과거에 누가 어
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암기가 아니라 과거에 일을 돌이켜 보고, 나 자신에 대한 소
속감은 물론 앞으로 더 발전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공부가 아닌가 합니다.
온고지신 [溫故知新]이라고 했습니다. 옛 것을 알고 또한 새로운 것을 익히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 개인에게도 부모님이 계시
고, 그 부모님께서도 또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여 한 가족의 역사가 되고, 나의 존재 가치를
생각해 보는 중요한 공부가 바로 이 역사 과목 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떠한 민족에
소속이 되어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그에 합당한 준비과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볼 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곳에서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한국 일선 학교에서는 교감 직책 진급 과정에 역사과
목 이수를 해야 하는 등에 과정을 추가 할 정도로 역사는 한 개인은 물론 가정과 조직은 물론 앞으로 사회
를 살아나가는 우리자녀들에게 리더쉽을 심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한국학교에 학생들에게 역사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도 놀라울 정도로 상당
하며, 또한 학생들이 생각하고 과거에 제도들을 현재에 비추어 보아 상상하여 작성한 논술 과제물을 읽어
보고 있으면 그 창의성과 진지함에 박수를 보내고 싶을 정도 입니다.
과거에는 역사라는 과목이 오로지 암기과목으로만 생각을 하고 진학을 위한 교과목이었다면, 우리한국
학교에서의 역사 수업은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나 자신을 바로 알며, 우리의 강인한 민족성과 자주성에
자부심을 느낄 줄 아는 수업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생각이며, 나아가서는 그러한 과거의 상황과 제도들을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
도록, 그리고 그 사실을 토대로 새로운 논리적인 의견으로 우리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학생들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신설된 우리한국학교의 역사 사회과목의 수업을 통하여, 우리 역사 바로 알기의 중요성을 바로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마음으로 과거는 무조건 청산하고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알고 새
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자 우리 민족이 살아온 흔적임을 인지하고 보다 미래 지향적인 가치
관과 사고를 지닐 수 있도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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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육의 필요성
1

2

3

우리한국학교 이사장, 우리은행 뉴욕지점 본부장

나득수

예전 TV가 귀하던 시절에“광복 20년”이라는 제목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가끔 재
미있게 듣던 기억이 난다. 대부분 해방후의 정치인들과 정치적 사건의 뒷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구성했던 내용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에 TV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후
에도 고조선 시대부터 최근까지의 역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꾸준히 제작되어 많
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같은 소재를 사용한 작품임에도 작가나 연출자
의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을 가끔 보게 된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시대이
건 겪어보지 않은 옛날이건 지난 시절의 이야기를 반추하는 것에는 확
실히 재미가 있다. 흔히 군대 3년 다녀온 남자들은 30년 이야기 소재
로 써 먹는다고 하지 않는가?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색하다 보니
점점 침소봉대하여 말 못할 고생을 하였거나 혹은 스스로 굉장한 영웅
이 되어버리곤 한다.
역사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게 되며
이는 위정자들의 입맛에 부응, 시대적인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
견 등에 기인하게 된다. 대학졸업 얼마 후 우연히 역사관련 서적에서
고조선시대에 대동강 유역에 있던 것으로 배워왔던 낙랑, 진번, 임둔,
현도 등 한사군이 중국의 산동반도 지역에 존재하였다고 해석한 것을
읽고 무척 당황했던 것이 생각난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한편으로는 은
근히 고조선의 후예로써 자부심이 생겼으나 (물론 저자가 그렇게 해석
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였으리라) 그 자부심이 그간 배워왔던 지
식에 대한 혼란을 정리해 주지는 못했다.(아직도 어느쪽이 진실인 지?)
언제부터인지 대학입시에서 한국사가 선택과목으로 되었으며 한국
사를 선택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한다. 비중이 낮다 보니 정
규과정에서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어 TV의 사극
이나 흥미본위의 픽션소설의 내용을 마치 역사적 진실인 것처럼 받아
들이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픽션이 역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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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드라마나 소설은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작가나 관련자의 의도대로 구성하므로 흥미의 대상은
될지언정 진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픽션만 배워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독
도 주장이나 성노예 (일본식 표현으로 위안부)문제 등 식민지의 역사에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우리의 후손
들이 우리의 역사, 우리의 말과 글은 모른 채 영어나 법률지식 그리고 픽션에 근거한 역사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켜 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우리 당대의 문제가 아니라 100년, 1000년 후를 고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또 그것이 현재 우리 기성세대의 당연한 의무가 아닐까?
최근 우리나라에서 한국사를 대학입시에 필수과목으로 포함시키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얼
마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1절의 의의나 6.25의 발생년도 등 비교적 근대사에 대한 질문
임에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정도이니 향후 수백년 후를 생각한다면 다행이라고 본다.
마침 필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미한국상공회의소(코참) 부설 우리한국학교에서 도 2013년 가을학기부터
역사, 사회 과정을 신설, 한국의 정규 교과과정을 편 성하여 재학생에게 가르친다고 하며, 학생들의 우리역
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도록 CD, 역사만화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한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으니 우연인지 한
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한국사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흐뭇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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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이 본 한글
1

2

3

KOCHAM 수석부회장 (두산중공업 미국법인장)

하기룡

미국에 주재하면서 미국인에게 한글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다. 우리가 자기들
의 언어인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비해 자기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와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을 외람되게 여기는 탓인지 우리 언어와 문자
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야기를 자
랑하는데 이는 필자에게 신나는 일이기도 하다.
전문 지식을 갖추고 하는 설명은 아니지만 설
명을 들은 미국인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에
서 한글에 대하여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
첫째, 작은 반도의 나라 한국이 독자 언어와 문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관적인 시각에서 한국의 인구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면 결코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인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가 보
다. 또 미국은 이민자들의 정착으로 이루어진 합중국의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다.
둘째, 한글은 세종대왕의 뜻으로 탄생한 전세계에서 유일한 문자다.
서양의 로마자, 중국의 한자, 일본의 가나 문자 등 전 세계 어느 문자를
보더라도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언제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
은 전혀 없다. 모든 다른 문자는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오랜 시일에 걸
쳐 발달됐고 각 시대 및 각 나라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변
형의 과정을 거쳐 손질해 쓰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한글과 같이 그
유래, 창제 원리 및 뿌리가 명확한 문자는 없다. 필자는 한글에 관심을
보이는 미국인들이 있을 때마다 흐뭇하게 한글 창제의 동기를 설명할
마음의 준비를 하곤 한다.
셋째, 한글은 모음과 자음을 합쳐서 총 24개 자모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인들의 눈에 보인 한글의 모습은 마치 중국의 한자 및 일본 문자
와 엇비슷하기 때문에 영어처럼 알파벳 형식의 모음과 자음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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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표음문자라는 설명을 신기하게 듣는다.
더구나 영어의 알파벳이 26개인 것에 비해 하늘을 상징하는‘.’땅을 상징하는‘ㅡ’그리고 사람을 상징
하는‘ㅣ’등 세 가지 기본 글자를 바탕으로 삼아 만든 모음과, 발음기관의 모습을 본 따 만든 ㄱ, ㄴ, ㅁ,
ㅅ, ㅇ 다섯 개의 자음 등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이고 동양적인 철학을 담고 있는 24개의 자모를 설명하면 놀
라움을 표현하는 미국인들이 많다.
넷째, 한국의 문맹률은 거의 제로다. 문서 해독능력을 다루는 실질적 문맹은 주제에서 다소 벗어나므로
이를 제외한다면 한국의 문맹률은 사실상 제로라고 하는데 이는 미국의 문맹률이 국가 수준에 비하여 지나
치게 높은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놀라운 점이다.
물론 미국은 영어와 스페인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지역이 많고 이민자들로 인한 영향도 상당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문맹률은 높은 편이라고 한다.
다섯째, 한글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그 속도가 영어로 작성하는 것과 비슷하다.언어학적 전산
학적 관점에서 정량적인 분석은 필자의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별도로 하고 미국인들이 보는 시각에서 영자
로 작성되는 속도와 한글로 작성되는 속도가 거의 동일하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문자로
작성되는 사례를 잘 아는 미국인들은 한글의 탁월한 표현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한국어와 결합하여 한글을 배우는 것을 그리 쉽게 여기지는 않
는 것 같다.실제로 칠판이 앞에 있을 경우 약 30분만 설명하면 간단한 단어는 발음이 가능했다. 이렇게 한
글과 한국어를 호기심 수준에서 배우기를 시도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실제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
문 편이었는데 이는 한국어가 영어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한글을 배우는 것과 달리 그다지 쉽다고 느끼
지 않고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에 비해 그 필요성이 덜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9월 9일은 한글날이다. 한국정부가 다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미국인들에
게 한국을 알릴 기회가 있을 때 상기의 관점에서 한글도 언급하면 좋은 소재가 될 것 같다.
(미주중앙일보 2013년 10월2일자 KOCHAM칼럼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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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한다
1

2

3

KOCHAM 고문

김영만

긴 여름 방학이 끝나고 9월 초가 되면 학교가 개학하여 모든 학생들은 학교로 돌
아 간다. 정규적인 학교 과정 이외에 자녀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까를 학부모들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보충수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타 주말학교 프로그램도 생각하
게 될 것이다.
미국으로 이민 온 가족과는 달리 주재
원이나 유학생 자녀들의 교육계획은 고려해야 될 일들이 조금
더 많으리라고 생각된다.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일단 주재원으
로 몇 년 근무한 뒤 부모가 본국으로 돌아 가게 되면 자녀들을 미
국에 남아 학업을 계속 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위 기러기 가족이
될 수 밖에 없는 경우이다. 최근에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여러
가지 부작용과 경제적인 부담, 한국경제성장에 따라 본국에서의
취업기회 다양화 등의 이유로 최근에는 부모와 함께 귀국하는
경우가 대세를 이루는 듯 하다. 심지어 이민 온 교민의 자녀들까
지도 고등학교나, 대학교육을 한국에서 시키려는 경우까지 생기
고 있다.
뉴욕지역에는 수백 개의 한글 학교가 있다. K-pop, 한식열풍
등에 영향을 받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따라서 이
들 한글학교가 한글교육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은 여간 다행
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을 진실로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글
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한국상공회의소 (KOCHAM)부설 한국학교
의 교과 내용은 참으로 한국문화를 뿌리부터 이해할 수 있는 교
과과정으로 짜여 있다고 생각된다.
주재원 자녀들이 일정기간 미국에 있다가 귀국해서 본국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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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진학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교과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공부하기가 힘들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
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음악과 체육시간은 물론 한자교육
까지 시행하고 있다. 영어경시대회, 수학경시대회 그리고 한자경시대회를 매년 시행하고 있는 특이한 교육
기관이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모두 한국에서 다년간 교사경험이 있고,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한국학교는 미국에서 오로지‘우리한국학교’뿐이다.
미국의 문화는 쉽게 한국에 소개되고 있으나, 한국의 문화가 미국에 소개되는 수준은 아주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함께 이해하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 될 때에 우리 문화의 세계화가
보다 힘찬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한국경제의 세계화 추세 가운데, 우리 사회의 장래를 이끌어 갈 미래의
Global Leader는‘우리한국학교’를 통해서 많이 양성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세계화는 크게
약진 할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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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련 기사 모음

2013년 9월 16일 학교 개학 중앙일보(종합 4면)

2013년 6월 18일 한자경시대회(중앙일보 4면)

2013년 8월 24일 우리한국학교 특집기사
(중앙일보 교육 1면)

2013년 6월 18일 한자경시대회(중앙일보 4면)

2013년 10월 18일 송종근 이사장 선임 (중앙일보 사회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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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4일 우리한국학교 특집기사
(중앙일보 교육 1면)

학교 관련 기사 모음

2013년 9월 16일 학교 개학 중앙일보(종합 4면)

2013년 9월 30일 영한한영 번역경시대회 (한국일보 A3)

등록
광고

학교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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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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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초청 강연

대우아메리카 윤석환 사장 초청 강연

보건산업진흥원 조도현 미국 법인장 초청 강연

KOCHAM 이사회사 방문

교과서 정리 및 배포 지원(신한은행)

교과서 정리 및 배포 지원(신한은행)

포스코 방문

하나은행 송종근 뉴욕지점장(우리한국학교 이사장) 교사회의 참석

사진으로 보는 학교 생활

215

PTA 활동

PTA 회의

PTA 총회

도시락 봉사

기타 활동 사진

편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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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회의

영한-한영 번역경시대회 시상식

교실 수업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

음악수업

체육 수업

점심 시간

사진으로 보는 학교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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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내

우리한국학교 3월 학기
Web: www.woorischool.org│E-mail: admin@woorischool.org│Tel: (212) 829-1770

개학 및 수업 시간
개학 일자

2014년 3월 1일 토요일

수업 시간

오전 9시 ~ 오후 3시 20분 (기초반 및 1~9학년 공통)

수업 장소

Woodrow Wilson Middle School
(1400 Van Houten Avenue, Clifton, NJ 07013)

등록금 및 연 회비
1) 등록금 안내 (등록 기간에 따라 등록금이 변동됩니다.)
내 용

기초반(5세)

1~9학년

수업 등록금

$440

$400

버스 이용자

$100

$100

도시락 이용자

$ 90

$ 90

학기별 회비

$100/가정

$100/가정

등록현황은 홈페이지 www.woorischool.org에서 확인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
(212) 829-1770 또는 admin@woorischool.org로 문의 바랍니다.

둘째자녀 $30, 셋째자녀는 $50이 수업 등록금에서 할인 됩니다.

2) 연회비 안내
우리한국학교는 Corporate Member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회비 $200을 한 가족 당 학생 수 관계
없이 학기별로 $100씩 납부하시게 됩니다.

o Corporate Member (소속 회사의 명함 첨부를 요합니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대우아메리카, 대한통운, 대한항공, 한국무역협회, 산업은행,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아메리카, 삼성전자,
신한아메리카, 신한은행, SK USA, LG CNS, LG전자, LG Chem, KEB Bank, 우리아메리카, 우리은행, 코오롱 USA, POSCO, 한
국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타이어, 한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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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및 도시락 신청
버스비

$100

도시락비

$ 90 = $6 x 15주

버스봉사: 버스 이용 학부모는 한 학기에 한번 버스에 동승하여 학교로 오셔서 안전지도
(버스봉사가 어려우실 경우, PTA총무에게 $50을 Contribution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락비 및 메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PTA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도시락의 메뉴, 도시락 업체 선정, 도시락 가격, 봉사날의 schedule등의 모든 사항은 홈페이지
www.woorischool.org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자녀에게 물을 지참 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요령
등록금

구분

등록 기간

수업등록금

기초반

1~9학년

ⓐ 12/21/2014 ~ 1/31/2014 (Early 등록기간 10%인하)

$396

$360

ⓑ 2/1/2014 ~ 2/28/2014 (Regular 등록기간)

$440

$400

ⓒ 3/1/2014 ~ 3/29/2014 (Late 등록기간)

$490

$450

ⓓ 3/31/2014 ~
제출 서류

ⓒ에서 수업일수 정산

① 2014년 3월학기 등록원서
② 수표(Check) - Check payable to Korean Educational Institute

등록 방법

위의 두 가지 제출 서류를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orean Educational Institute
460 Park Avenu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재학생일지라도 등록 접수와 반 배정 및 버스노선은 선착순으로 우선 배정되며 사정에 따라 반 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Member사 소속일 경우, 명함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환불
취소시기

환불금액

개학 전

전액 환불

개학 후 5주 이내

등록금 반액 (버스비, 도시락비, 회비 제외)

개학 후 5주 이후

환불 불가

신규학생의 경우,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하여 신중한 결정으로 등록 취소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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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안내 (Woodrow Wilson Middle School)
ⓐ GARDEN STATE PKY-EXIT 154 에서 빠져 바로 RT 46 WEST 빠지자 마자 첫 번째 EXIT이
“VAN HOUTEN AVE”입니다. 맞은편 학교가 WOODROW WILLSON MIDDLE SCHOOL입니다.
ⓑ GWB에서 RT 46 WEST를 타고 약 20분 정도 오시다가 VAN HOUTEN AVE 1400번지
ⓒ GWB에서 I-80번 West를 타고 EXIT 57 A/B로 빠져 57A(Clifton)로 나와 첫 번째 EXIT(VALLEY ST)에서 우회전하여 2번째
LIGHT 에서 좌회전하면 Van Houten Ave 1400번지 학교가 왼쪽편에 위치.
혹은, RT3- GROVE ST(오른쪽)으로 나와서 150m 가면 첫 번째 신호등 (VAN HOUTEN AVE )에서 LEFT TURN 하면 바로 오
른쪽 건물이 학교입니다.

통학버스 운행 및 봉사 안내
1. 통학버스 운행
지역

버스
번호

장

소

학생이
버스정류장에
도착할 시간

학부모님이
학생을
Pick-up할 시간

8:00 AM

4:00 PM

Fort Lee

1-1

Fort Lee Anderson Ave.에서
쥬이쉬센터 옆의 Stillwell Ave.
선상 Middle School앞

Demarest,
Englewood

4-1
4-2
4-3

Demarest
Northern Valley High School
*Knickerbocker Road선상

8:00 AM

4:00 PM

Old Tappan

6-1
6-2

Old Tappan
Northern Valley High School

8:00 AM

4:00 PM

이사로 인하여 전화번호 혹은 주소변동이 발생될 경우, 학교 (212) 829-1770로 연락을 주셔서 학생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
도록 부탁 드립니다.
버스는 학생이 모두 도착하지 않더라도 정각에 출발하므로 버스 도착시간에 늦지 않도록 합니다.
버스 이용자가 35명이 될 경우, 버스 노선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버스 희망자가 적을 경우에는 버스 노선이 취소될 수
도 있습니다.
버스 사용 신청을 안 하신 경우에는 버스에 승차하실 수 없습니다.

2. 버스봉사안내
버스 학부모 봉사는 버스사용을 신청한 모든 학부모께서 참여하셔야 합니다. 한 버스에 Bus Mother가 여러 명인 경우, 모두 참석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버스봉사가 어려우신 경우 PTA총무에게 $50을 Contribution하시기 바라며, 스케쥴 조정 이전인 3월 8일까지로 제한하
오니 차질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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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조퇴에 대한 안내
조퇴하는 학생은 반드시 교무실에서 조퇴증을 발부 받은 후 복도의 PTA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조퇴 학생은 미리 자녀에게 알
려 교무실에서 기다리게 하도록 합니다.

수업 중 조퇴는 다른 학생의 면학분위기 방해를 초래하므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Pick-up하시기 바랍니다.
1교시 쉬는 시간

9:45 ~ 9:50

2부 점심시간(2~5학년)

- 12:15 ~ 12:50

2교시 쉬는 시간 -

10:35 ~ 10:40

5교시 쉬는 시간

- 13:40 ~ 13:45

3교시 쉬는 시간 -

11:25 ~ 11:30

6교시 쉬는 시간

- 14:30 ~ 14:35

1부 점심시간(기초, 1, 6~9학년) - 11:25 ~ 12:05
수업종료후 스쿨버스 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 반드시 담임교사와 PTA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버스를 타는 학생을 학부모님이 개별 Pick-up 할 경우, 혹은 수업 종료시간에 Pick-up하더라도 버스 봉사자에게 꼭 알
려주시기 바랍니다.

2014학년도 학사 일정
주차

날짜

행사

주차

날짜

행사

1

3/1/2014

1학기 개학, 교과서 배부

16

9/6

2학기 개학, 교과서 배부

2

3/8

17

9/13

3

3/15

18

9/20

4

3/22

19

9/27

5

3/29

20

10/4

6

4/5

7

4/12

영한·한영 번역 경시대회

10/11 Columbus Day 휴교

4/19 Easter Day 휴교

21

10/18

22

10/25

23

11/1

24

11/8

8

4/26

9

5/3

10

5/10

25

11/15

11

5/17

26

11/22

수학 경시대회

5/24 Memorial Day 휴교

번역 경시대회 시상식

국사 경시대회

11/29 Thanksgiving Day 휴교

12

5/31

수학 경시대회 시상식

27

12/6

13

6/7

한자 경시대회

28

12/13

14

6/14

15

6/21

국사 경시대회 시상식

12/15 - 1/31/2015 겨울 방학
1학기 종강
한자 경시대회 시상식
6/23 - 9/5 여름 방학

29

2/7/2015

30

2/14/2015

2학기 종강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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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재학생

재학 여부

신입생
학생정보

성명

학년을 희망합니다.

한글

생년월일

영문

성별

귀국 예정

1년 뒤

반 이었습니다.

2년 뒤

3년 뒤

4년 뒤

남

여

예정 없음

▶형제가 우리한국학교에 함께 등록되기르 원하시는 경우, 가족정보란에서 추가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Corporation
Member

Yes

▶Corporation Member에 해당하시 경우, 아래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고 반드시
명함(Business Card)을 등록원서와 함께 첨부하여 주세요.

No

회사명

직원성명
버스탑승지역

등록정보
버스 신청

Demarest,
Englewood #4

Fort Lee #1

Yes
No

1-1

4-1

4-2

Old Tappan #6

4-3

6-1

6-2

▶버스 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50의 Contribution을 추가로 보내주시거나 PTA에게
직접 납부하여 주세요.
도시락 신청

Yes

아버지

한글

성명

No
휴대전화

(

)

-

휴대전화

(

)

-

영문
E-mail

보호자 정보

한글

성명

영문

어머니
E-mail
주소

City

Street

State

가족정보
집전화

둘째 자녀

(
성명

셋째 자녀

-

없음
학년

한글

생년월일

영문

성별

남

여

도시락 선정

Yes

No

버스 신청
성명

)

Zip

Yes

No

한글

생년월일

영문

성별

남

여

도시락선정

Yes

No

버스 신청

Yes

※주중 연락 & 우편접수는 New York
Korean Educational Institute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Tel: (212) 829-1770
Fax: (212) 829-1771

No

학년

※토요일 수업이 있을 시 연락은 New Jersey
Woodrow Wilson Middle School
1400 Van Houten Ave., Clifton, NJ 07013
Tel: (973) 473-2172

영

어가 더 편한 아이들이 한글로 자신의 생각과
깊이를 전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을 법한데 너
무나 훌륭히 잘 써주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인의 끈기, 미대륙의 개방성을 배워
남다른 아이들로 자라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른 역사관을 배우고 자긍심과 정체성을 바르게 인
식하며 세계로 나아갈 미래의 주인공으로 잘자라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교사 신미아

교사 강상희

우

리 한국학교 아이들의 해맑은 글들로 눈과
마음이 즐거웠고 선생님들의 이런저런 재미
나는 이야기로 귀가 즐거웠고 교장 선생님께서 준
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으로 입까지 즐거웠다.
영하 12도!!! 상상하기도 힘든 추위였지만 눈, 귀,
입, 그리고 마음까지 즐겁고 푸근한 시간이었다.
교사 김지연

이

제 막 가나다라...를 깨우친 우리학교 막내
인 귀여운 기초반 아이들의 삐뚤삐뚤하지만
정성들여 쓴 -그림을 그려 놓은 것 같은- 한글 이름
들 부터 고학년 학생들의 유려하고 깊어진 문장의
한글로 쓰여진 원고를 보는 것은 이국땅에서 우리
글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의 소명의식을 다시금 느
끼게 해 준 귀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몇년 후에 우리마당을 편집할 때는 자신들
의 꿈과 희망을 멋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지
금 기초반 아이들의 원고를 상상 해보는 것도 편집
을 하면서 느낀 또 하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마
당을 편집하면서 우리학교 아이들이 우리나라 한
글을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

이

번 편집회의는 시집 간 딸이 친정을 방문한
느낌이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요리해 주
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 아이들의 글을 다듬는 느낌은 행복과 보람, 그
리고 책임감을 함께 느끼게 해 주었다.
해가 거듭될수록 학생들의 글이 자라는 것 같다.
새로운 표현이 생기고 그로인해 웃음거리도 생긴
다. 한편 한편이 모두 작가의 글이다.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해준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감
사한 마음을 전하며 건강하게 다시 만날 개학을 기
다린다.
교사 오송희

첫

번째 편집 후기를 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경
험한 유난히도 추운 날이었지만 원고 교정을 하며
담소를 나누는 사이 교장 선생님 댁은 그 어느 곳
보다 따뜻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신 선생님들, 서부장님 감사
드려요! 그리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모개 김
미희 선생님!
교사 김유영

편집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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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 아이들의 글을 읽으며 학생들의 시선으
로 바라본 세상은 잠시나마 나의 세상도 따
뜻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행복했습니다. 선생
님들 모두 추운 날씨에 어려운 걸음 하셔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멋진 우리마당을 기대합니다.
교사 김종민

년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알고나 있
었다는듯 가장 추웠던 날!
항상 바쁜 토요일, 교무실에서 인사만 나눴던 선생
님들과 몇몇 아이들의 글을 읽고서 모두 웃음이 빵
터져 하하 호호 했던 참 소중하고 즐거운시간 이었
습니다. 번거롭고 힘들다 여겨졌던 일들.모두 함께
여서 힘이 났고 또한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냄새. 맛난 음식냄새 물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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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던 편집회의였어요.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김미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사 장영미

정

말 유난히도 추운 날! 그렇지만 마음만은 훈
훈했던 정겨운 날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항상 내 일처럼 함께 해 주시는 교장 선생님과 여
러 선생님, 특히 올해에는 코참 사무국의 서 부장
님, 허 과장님, 우리 소현씨, 윤주씨께서 많이 도와
주셨기에 더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됩니
다. 함께 해서 더욱 기쁘고 즐거운, 무한 애정과 긍
정의 에너지를 담뿍 담은 우리 마당의 발간을 축하
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사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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