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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2015년도 종강식, 발표회 및 교지 <다솜사랑> 발간 안내 

발신: 다솜한국학교 (이사장:정철화, 교장: 최미영) 

수신: 학부모님, 선생님, 산호세한인장로교회 

날짜: 2015년 5월 9일  

  
 

다솜 한국학교는 2004 년 개교한 이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아래 여러 면에서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자녀를 보내주시고 학교의 일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모든 학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개교기념 운동회, 북가주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설날 행사, 한국역사문화 프로젝트 대회, 제파디 게임, 

동화구연대회, 백범일지 독후감대회 등 학교 내외의 모든 학사 일정이 부모님들의 협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곧 방학을 맞이하여 9 월까지 한국학교를 떠나 있을 학생들이 즐겁고 보람된 휴가를 보내고 

9 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름 방학동안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서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여러 가지 체험 학습을 하며 학기 동안 배운 한국어를 잘 활용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호세한인장로교회와 교회 어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2 세들의 뿌리 교육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시는 어른들이 있음으로 2 세들의 밝은 미래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다솜한국학교를 통하여 우리 2 세들이 자신의 뿌리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2014-2015년도 종강식과  발표회 안내, 2015년 가을학기 등록 및 개강 안내,  교지 <다솜사랑> 

발간,  후원금 모금 (뒷 장) 등록부 첨부 

http://www.dasomks.org/


[첨부]  

아래는 종강식 및 발표회 안내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발표회에 꼭 참석하셔서 자녀들의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종강식 및 발표회: 5 월 16 일 토요일 오전 10:30 (종강식 및 발표회, 개근상, 우등상 수여,  

성적표, 다솜 사랑 등을 배부합니다.) 

 

 가을학기 등록 안내: 학교의 사무 행정의 원활 및 우수 교사의 확보를 위해 재학생들의  

등록을 5 월 16 일까지로 완료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등록부를 5 월 16 일까지  

보내주십시오. 그 이후에 빈자리를 새로 오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등록부를 작성하셔서 오는 16 일까지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가을학기 개강일: 2015년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교지 <다솜사랑> 발간 안내: 올해는 뉴스레터 대신에 교지를 발간했습니다. 학생 작품과 개인 

컬러 사진을 담긴 Yearbook 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학교 재정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의 후원금을 부탁드립니다. 5 월 16 일에 배부될 예정인데 당일 오전에 학생들이 

자신의 책에 선생님과 친구들의 사인도 받고 기타 기록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지는 

권당 $10 입니다.  

 

 후원금 모금 안내: 다솜한국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