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빌립보한국학교 Virtual 여름 캠프 

Covid19으로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여름방학 동안 즐겁게 놀며 배울 수 있는 안전한 온라

인 공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빌립보 한국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 올 여름에도 온라인 원격 

배움터를 제공합니다. 한국어를 비롯해 한국역사, 음악, 미술 그리고 컴퓨터까지 전반적인 학습의 

기회를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기간:  7월 5일 - 7월 30일(4주) 

⚫ 시간: 월-금 10:30AM-6:00PM(과목별 상세 수업시간은 수업소개 참고) 

⚫ 대상: Pre K-10 학년(7 월 기준/선착순 60 명) 

⚫ 학습 내용: 한국어/한국 역사&문화/음악/미술/컴퓨터  

⚫ 주요 과목: 한국어(e -Korean Book Club, 어린이 한영 통번역, 짧은 글짓기 수업) 

한국역사(만들기와 함께 하는 재미있는 한국 역사 이야기) 

음악(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음악 놀이터, 신나는 동요와 크래프트) 

미술(한국어로 떠나는 순수 미술로의 여행!)  

컴퓨터(즐겁게 배워보는 포토 에디터과 웹 코딩 교실) 

⚫ 등록 기간: 5 월 1 일 ~ 6 월 15 일 마감(우편접수시 6 월 15 일까지 도착 요망) 

⚫ 등록비:  $20 별도 

⚫ $50/1credit 수업(교재비/수업 자료 및 준비물 비용 포함) 

⚫ $100/2credits 수업(교재비/수업 자료 및 준비물 비용 포함) 

⚫ 2 credits 이상 등록 필수 

*한 Class 당 최대 12 명 선착순 등록으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수업방법: 온라인 화상수업 (Zoom) 

⚫ 가정 수업환경: 컴퓨터/핸드폰/타블릿(카메라와 마이크 장착), 인터넷 

 

⚫ 등록과 등록금 납부 방법 

➢ 온라인 등록 링크: https://forms.gle/FssCkz2ooTiTuHXj6  

➢ Check 우편발송(학생이름 기재 필수) 

Mailing Add: Philippi Korean School, 7422 Race Rd, Hanover, MD 21076 

Payable to CP 

 

➢ VENMO: @koreanschool-philippi (학생이름 기재 필수) 

 

*문의: 김주영 교감(443-942-1819) /양수미 교무(434-386-1402)  

빌립보한국학교 이메일 philippikoreanschool@gmail.com 

https://forms.gle/FssCkz2ooTiTuHXj6
mailto:philippikoreanschool@gmail.com


수 업 과 목 

수업설명을 잘 읽어 보시고 학생의 연령과 한국어 실력을 고려하여 과목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수강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수업 수업 Credit 가격 

한국어 함께 한국 책 읽기 모임 A  2 Credit $100 

한국어 함께 한국 책 읽기 모임 B  2 Credits $100 

한국어 재미있는 짧은 글짓기 수업 1 Credit $50 

한국어 어린이 한영 통번역 2 Credits $100 

한국역사/만들기 만들기와 함께 하는 재미있는 한국 역사 이야기 1 Credit $50 

음악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음악 놀이터 2 Credits $100 

음악/만들기 신나는 동요 크래프트 2 Credits $100 

미술 한국어로 떠나는 순수미술로의 여행 A~ 2 Credits $100 

미술 한국어로 떠나는 순수미술로의 여행 B~ 2 Credits $100 

컴퓨터 즐겁게 배워보는 포터 에디터/웹 코딩 교실 2 Credit $100 

 

수 업 소 개 

 

1. 함께 한국 책 읽기 모임 A  

-수업대상: 초등학교 1 학년 ~ 4 학년 (한국어 수준: 초급 이상) 

-수업시간: 1 시간, 2 회/주, 수요일 & 금요일 2:00-3:00 p.m. 

 

-수업개요: 지정된 전자책을 ‘밀리의 서재’에서 수업 전에 미리 읽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나누고, 스크랩북을 만들며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 책과 친해지는 시간 

 

 

2. 함께 한국 책 읽기 모임 B  

-수업대상: 초등학교 4 학년 이상 (한국어 수준: 중급 이상) 

-수업시간: 1 시간, 2 회/주, 수요일 3:00-4:00 p.m.& 금요일 3:30-4:30 p.m. 

 

-수업개요: 인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한국 전자책을 ‘밀리의 서재’에서 수업 전에 미리  

         읽고,, 생각을 나누고, 필사를 하며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 책과 친해지는 시간 

 



 

3. 즐거운 짧은 글짓기 수업 (2 주 과정/7 월 5 일~16 일) 

-수업대상: 2 학년 이상 (한국어 실력 기초 이상) 

-수업시간: 1 시간, 2 회/주, 월요일 & 수요일 4:00~5:00 p.m. 

 

-수업개요: 한국어 실력이 기초 이상의 학생들로서 다양한 낱말을 이용해 구체적이고 

세련된 짧은 글을 짓고, 나아가 글을 다듬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글짓기의 초석을 다지는 수업  

 

4. 어린이 한영 통번역 

 

    -수업대상: 4 학년~6 학년(한국어 실력 초급&중급이상) 

    -수업시간: 1 시간, 2 회/주, 화요일 & 목요일 10:30~11:30 p.m. 

 

    -수업개요: 동화책과 동시, 만화영화 등을 이용해 한국어와 영어 통번역을 직접 해보면서   

                 이중언어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중언어 사용자인 한인 2 세로서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길러보는 시간 

 

 

5.  한국어로 떠나는 “순수 미술”로의 여행 A  

-수업대상: 1 학년~4 학년(한국어 수준: 초급 이상) 

-수업시간: 1 시간, 2 회/주, 화요일&목요일 3:00~4:00 p.m. 

 

-수업개요: 특정 사물과 주제를 관찰하고 묘사하며 그리기의 순수한 즐거움을 

배워보고, 그림을 통해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며 더불어 자기 감정을 

다양한 한국어로 표현하는 즐거운 미술 수업 시간 

 

6. 한국어로 떠나는 “순수 미술”로의 여행 B  

-수업대상: 초등학교 5 학년 이상 (한국어 수준: 중급 이상) 

-수업시간: 1 시간, 2 회/주, 화요일&목요일 4:30~5:30 p.m. 

 

-수업개요: 특정 사물과 주제를 관찰하고 묘사하며 그리기의 순수한 즐거움을 배워보고, 

그림을 통해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며 더불어 자기 감정을 다양한 한국어로   

표현하는 즐거운 미술 수업 시간 

 



7.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음악 놀이터 

 

-수업대상: 3 학년 이상 (한국어 수준: 기초 이상) 

-수업시간: 1 시간, 2 회/주, 월요일 & 수요일 10:30-11:30 p.m. 

 

-수업개요: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한 후 흥미로운 음악역사를 배워보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감상평을 나누며, 작곡 웹사이트를 이용해 자신만의 음악을 작사 

작곡해서 스스로 연주 또는 노래를 해 보며 음악과 더욱 친숙해지는 신개념 

음악수업 시간입니다. 

 

8. 신나는 동요 크래프트 

 

-수업대상:  Pre K ~ 1 학년 (자음, 모음 쓰기 정도가 가능한 한국어 실력) 

-수업시간:  1 시간, 2 회/주, 화요일 & 목요일 10:30-11:30 p.m. 

 

-수업개요: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들을 수 있는 동요를 즐겁게 배우고, 동요에 나온 

다양한 한국어 표현을 익히며 주제에 맞는 만들기를 즐겁게 해 보는 시간. 

(애국가 랩, 상황별 인사법, 감정 표현법, 가족 호칭, 촉감 표현법, 날씨 표현법,  

맛 표현법 등) 

 

9. 만들기와 함께 하는 재미있는 한국 역사이야기 

 

-수업대상: 2 학년 이상 (한국어 수준: 기초 이상) 

-수업시간: 1 시간, 1 회/주, 금요일 4:30-5:30 p.m. 

 

-수업개요: 한국 역사 이야기를 재미있게 배우고 그 속에 나오는 역사 과학 유물들을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 

 

 

10.  즐겁게 배워보는 포터 에디터/웹 코딩 교실 

-수업대상: 3~8학년(한국어 실력: 기초 이상) 

-수업시간: 1시간, 2회/주, 월요일&수요일 5:00-6:00 p.m. 

 

-수업개요: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Graphic tool을 이용해 그래픽 디자인과 

웹 코딩의 기본을 재미있게 배우고 자신만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면서 

비판적 사고, 소통, 협동 능력을 바탕으로 '컴퓨팅적 사고력(CT, Computational 

Thinking)'을 키우는 시간 

 



2021 Virtual Summer Camp at Philippi Korean School 

For students who need safe cyberspace to learn and play during the Summer 
break amid Covid19, Philippi Korean School opens again this year as an online remote 
learning center to provide the joy of learning in Korean language, history & culture, 
music, art, and computer with various fun activities. 

 

⚫ Period:  July 5th ~ July 30th (4 weeks) 

⚫ Time: Mon ~ Fri 10:30 am ~ 6:00 pm (For detailed class hours by subject, refer to the class introduction) 

⚫ Grade: Pre K ~ 10th grade (based on July 2021/first 60 students in the order of registration) 

⚫ Subject: Korean/Korean history & culture/Music/Art/Computer  

⚫ Classification: Korean (e-Korean book club, Korean/English Interpreter and translator,  

                         Korean Short Writing Class) 

Korean History/Craft (Korean history at your fingertips) 

     Music (Let’s be a friend of world classical music!) 

Music/Craft (Exciting Nursery Rhymes and Crafts) 

Art (Off we go to Fine Art with Korean!)  

     Computer (Creativity Photo Editor and Web coding) 

⚫ Registration period: MAY 1st ~ June 15th  

⚫ Registration fee: $20 (separate from tuition) 

⚫ $50/1 credit class (including fees for textbook or class materials) 

⚫ $100/2 credit class (including fees for textbook or class materials) 

⚫ Mandatory to take more than * 2 credits per student 

⚫ Please note that class may be closed early because the maximum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is 12.  

⚫ Method: Online virtual class (Zoom) 

⚫ Device: personal computer/cellular phone/tablet (camera and microphone installed), internet 

⚫ How to register and make a payment 

➢ Online registration: https://forms.gle/FssCkz2ooTiTuHXj6 

➢ Payment by mail: Student name must be on the check. 

     Mailing Address: Philippi Korean School, 7422 Race Rd, Hanover, MD 21076 

    Check Payable to CP (Church of Philippi) 

➢ VENMO: @koreanschool-philippi (Student name must be added.) 

 

For more information: https://www.churchofphilippi.org/blank-2 

For any questions: philippikoreanschool@gmail.com 

Vice Principal JuYoung Kim (443-942-1819)/Director Sumi Yang (434-386-1402)  

https://www.churchofphilippi.org/blan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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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Subject 

Please read carefully and register classes after considering child’s age and Korean proficiency.  

Classification Class Credit Tuition 

Korean e – Korean Book Club A 2 Credit $100 

Korean e – Korean Book Club B 2 Credits $100 

Korean Korean Short Writing Class 1 Credit $50 

Korean Young Korean/English Interpreter and translator 2 Credits $100 

Korean History/Craft Korean history at your fingertips 1 Credit $50 

Music Let’s be a friend of world classical music! 2 Credits $100 

Music/Craft Exciting Nursery Rhymes and Crafts 2 Credits $100 

Art Off we go to Fine Art with Korean! A 2 Credits $100 

Art Off we go to Fine Art with Korean! B 2 Credits $100 

Computer Creativity with Photo Editor and Web coding 2 Credit $100 

 

Class introduction 

 

1. e-Korean book club A 

-Grade: 1st ~ 4th (Korean proficiency: basic or higher) 

-Time: 1 hour, twice a week, Wed & Fri 2 pm ~ 3 pm 

 

-Class summary: students read assigned e-books through Millie prior to the class, where   

                we share thoughts, make a scrapbook and do various activities.  

 

 

2. e-Korean book club B 

-Grade: 4th and above (Korean proficiency: intermediate and higher) 

-Time: 1 hour, twice a week, Wed 3 pm ~ 4 pm & Fri 3:30-4:30 pm 

 

-Class summary: students read assigned e-books including humanities books through   

                Millie prior to the class, where we transcript, share thoughts and  

                do various activities.  

 



3. Korean Short Writing Class (2-week course/July 5-16) 

-Grade: 2ND or above (Korean proficiency: Basic or higher) 

-Time: 1 hour, twice a week, Mon& Fri 4pm~5pm 

 

-Class summary: A class that sets the foundation for writing by learning how to write  

    detailed and refined short sentences using various words for students  

who have more than a basic familiarity with Korean. 

 

4. Young Korean/English Interpreter and translator 

 

    -Grade: 4th ~ 6th (Korean proficiency: basic & intermediate or higher) 

-Time: 1 hour, twice a week, Tue & Thu 10:30 am ~ 11:30 am 

 

     -Class summary: students interpret and translate both in Korean and English with picture  

books, poems, and cartoons. As a bilingual Korean-American, students 

gain confidence and pride to speak both languages spontaneously.  

 

 

5. Off we go to Fine Art with Korean! A  

-Grade: 1st~ 4th (Korean proficiency: basic or higher) 

-Time: 1 hour, twice a week, Tue & Thu 3:00 pm ~ 4:00 pm 

 

-Class summary: Students observe certain things and topics to draw pictures with pure  

mind and share their feelings freely with various expressions in Korean. 

 

 

6. Off we go to Fine Art with Korean! B  

-Grade: 5th or higher (Korean proficiency: intermediate or higher) 

-Time: 1 hour, twice a week, Tue & Thu 4:30 ~ 5:30 pm 

 

-Class summary: Students observe certain things and topics to draw pictures with pure  

mind and share their feelings freely with various expressions in Korean. 

 

 



7. Let’s be a friend of world classical music!  

 

 -Grade: 3rd or higher (Korean proficiency: basic or higher) 

-Time: 1 hour, twice a week, Mon & Wed 10:30 ~ 11:30 am 

 

-Class summary: Students listen to the world classical music and learn the history and 

stories related to the music. Through the composing website, students 

create their own music to play and sing.    

 

8. Exciting Nursery Rhymes and Crafts 

 

 -Grade: PreK~1ST grade (Korean proficiency: basic or higher) 

-Time: 1 hour, twice a week, Tue & Thu 10:30 am ~ 11:30 am 

 

-Class summary: A time where children can learn all about Korean Nursery Rhymes, 

become familiar with Korean expressions in these rhymes, and make fun 

crafts about said rhymes. (Situational greetings, emotional expressions, 

family names, tactile expressions, weather expressions, taste expression, 

etc.)  

 

9. Korean history at your fingertips 

 

-Grade: 2nd or higher (Korean proficiency: basic or higher) 

-Time: 1 hour, once a week, Fri 4:30 ~ 5:30 pm 

 

-Class summary: By fun storytelling of Korean history, students make the historic and   

               scientific remains of Korean cultural treasure.   

 

 

10. Creativity with Photo Editor and Web coding 

-Grade: 3rd ~ 8th (Korean proficiency: basic or higher) 

-Time: 1 hour, twice a week, Mon & Wed 5:00 ~ 6:00 pm 

 

-Class summary: Students learn basic techniques of Graphic Design and Web coding at  

their level through various tools as well as build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ased on computational think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