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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솜한국학교 2017년 봄학기 개강 및 등록 안내 

발신: 다솜한국학교 교장 

수신: 학부모님, 선생님, 정철화 이사장님, 산호세한인장로교회  

날짜: 2017년 1월 16일 

  
 

안녕하십니까? 2017 년 새해에도 우리 다솜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사들도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학생들이 자신의 뿌리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솜한국학교는 지난 2004 년 3 월 13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개교하여 오는 2017 년 3 월이면  

개교 13 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7 년에도 사랑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가 되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는 2017 년 2 월 4 일부터 봄학기가 시작됩니다. 학생들의 반 변경은 거의 없이 가을 학기에 배우던 내용을  

이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는 새 학기에도 우리 2 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며 특히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돕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학교와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17 학년도 봄학기 안내 
 

 2017년 봄학기 학사 일정:  2017. 2.4.~5.20 (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30 분부터 12 시 30 분까지) 

 다솜 설 행사:  2017 년 1 월 28 일 오전 11 시부터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설 행사가 개최됩니다. 

자녀들이 한복을 입고 학교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설 행사를 위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식 준비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솜 개교기념식: 2017 년 3 월 11 일 개교 13 주년 기념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 대회, 정주영 에세이 컨테스트, 안중근 말하기 대회 등에 참가하고 싶은 

학생은 담임 선생님께 연락 주십시오. 등록은 1 월 말까지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TOPIK):실시는  4 월 15 일, 등록: 1 월 19 일부터 31 일까지 

 SAT한국어 모의고사: 3 월 25 일 (7 학년 이상 무료) 

 재학생 등록:  가을 학기만  등록한 재학생은 봄학기 등록비를 납부해 주십시오.  

 신입생 등록: 다솜 웹사이트에 있는 등록부를 작성하여 info@dasomks.org 로 보내주시고 등록비를 

납부해 주세요. 한국학교 사무실에서 반 배정을 할 예정이므로 한국학교 사무실로 오전 9 시 20 분 

까지 등교해 주세요. 준비물은 필기 도구와 노트입니다. 

 신입생 학부모 회의: 학생들 교실 배정이 있은 후에 학교 사무실에서 학부모 면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학생이 조퇴하거나 결석할  때에는 담임 선생님께 미리 연락주십시오. 

 등록비 지불처: Payable to  Dasom Korean School 

 문의: 원은경 교감 (415-531-1625, info@dasomk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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