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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느 덫 2017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해에도 작은우체통 제19호를 발간하게 됨을 대단히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함부르크 한인학교가 Sophie-Barat-Schule에서 

Altona Staatliche Gewerbeschule 로 이전 한지 어느새 만10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학교건물 전체를 대대적으로 수리하였으며, 2017년 9월 

26일에 마침내 ‘학교건물 공사 마무리 축하식’을 Staatliche Gewerbeschule 교장 

Dr. Thomas Berben 및 학교관계자들이 함부르크 Olaf Scholz 시장과 함부르크 

교육담당관 그리고 그 외 하객들을 모시고 공식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 한인학교가 초대 되어는데, 길영옥 교장과 홍혜정 교사 그리고 

신미리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함부르크 

장시정 총영사가 초대되어 축하 자리에 함께 함으로써, 독일학교에서의 

한인학교에 대한 좋은 영향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축사를 

통한 “독일학교 내의 한인학교 존재의 소중한 승인”은 저희 한인학교에 큰 

기쁨과 희망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인학교가 쾌적한 

교실환경 속에서 한글 및 문화 수업활동을 계속하게 됨을 대단한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2017년도에는 한인학교 수업과 연계해서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즉, 지난 

4월 15일에는 토픽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4월 28일에는 ’한국의 의식주’라는 

주제로 한국문화대표공개연구수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5월 20일에는 

Klein Brostel Stadtpark 에서 전체 학생, 교사,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봄 

소풍’ 행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8월 26일에는 함부르크 전체교민 배구대회에 

한인학교 팀이 출전하였고, 동시에 한인학교 주최 사생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는 

배구대회에 참석한 전체 어린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과 보람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에는 1학기(2017/18) 개학과 함께 특별히 각 반 

 



담임교사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9월 15일 입학식에서는 

1학년반에 15명의 학생이 정식적으로 입학하였으며, 또한 준비반(새싹반, 

나비반)의 신입생(20여명) 과 2학년과 7학년 신입생(2명)에 대한 축하식이 있었고, 

성인기초반 약 23명 신청 학생에 대한 입학은 11월 3일에 있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개근 대상 학생 9명에 대한 개근상장 수여식과 함께 

이번 학기 후원회 장학생 1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학생, 학부모 교사진 및 

운영진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한인학교는 학생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번 학기에는 정규반 

12개 반과 성인반 6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사진으로서는 담임교사 18명, 

보조교사 4명 그리고 사물놀이반과 붓글씨반이 있고, 기존의 ‘다문화반’은 ‘청소년 

한국어반’으로 개칭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진(학교장, 운영위원장, 재무, 총무)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함부르크 한인학교는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역사 교육을 통해서 저희 

학생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지닌 세계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는 행복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의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진, 그리고 운영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늘 저희 함부르크 한인학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과 함부르크 여러 단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러한 좋은 관계가 연속되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6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성탄과 새해를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에도 저희 한인학교 가족들과 한인학교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부르크 한인학교 교장  

길영옥 



2017년 한인학교 작은 우체통 발간을 축하하며  

 

 

 

함부르크 한인학교 교지 „작은 우체통“ 발간을 축하합니다. 특히 

„작은 우체통”이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내용이 날로 충실해지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런 작은 정성과 노력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준 길영옥 교장선생님과 한인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특히 일상생활에서 우리말을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부르크 한인학교를 

지원해주시는 학부모님들, 한인학교 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정말 많은 사건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탄핵정국을 극복하고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여 세계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민족의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저와 가까운 독일 친구분들도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칭찬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7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함부르크를 방문하신 것은 함부르크와 함부르크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존재를 

우리정부가 새롭게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인학교를 다니는 여러분들이 

좀더 우리 한국의 발전과 잠재력에 자부심을 느끼고 한국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한반도에 역사상 유래 없이 위기감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광복절 경축사 중 ‚우리민족이 역사상 유래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민족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데 세계 그 어떤 민족 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위기도 우리정부와 우리 함부르크 동포를 포함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지원하고 있으므로 잘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한인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한글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배양해서 독일에서 

인정 받는 것이 한국에 도움을 주고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들이 노벨상을 받거나,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훌륭한 기업인이 되어 한민족의 우수성을 

세계 시민들이 다시 한번 높게 평가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한인학교가 계속하여 우리 자녀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우리 자녀들이 함부르크 사회는 물론 

세계화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있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함부르크 총영사관 

 

이동규 부총영사 

 



2017년 제 13회 유럽한글학교 교사세미나를 다녀와서

성인반 교사 고맹임

유럽한글학교협의회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과 주영한국대사관이 후원한 유럽한글학교 세미나가 올해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렸다. 함부르크한인학교에서는 길영옥 교장선생님과 교사들 3

명이 참가했다. 세미나장소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멀지 않은 런던 교외의 한 아담한 호텔이었다.

세미나 참가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세미나 프로그램은 논산훈련소 연병장 같다. 하나라도 더 얻어가

게해주려는 주최측의 노력때문이겠지만, 강도 높은 세미나 일정을 소화하기엔 2박 3일(3일째 오전까지

강의를 듣고난 후 각 그룹의 워크숍 결과를 발표하고 각지역으로 돌아감)이란 기간은 너무도 짧다. 그럼

에도 교사들은 눈과 귀를 똥그랗게 열고, 열심히 필기하고 질문했다. 강의하시는 분들은 유럽의 이와 같

은 열정에 감탄하며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고 하셨다.

올해 교사세미나에서 필자가 가장 감명받은 강의는 전라북도 김성효 장학사님의 시리즈 강의(국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한 해에 교육관련 책을 2권이나 낸다는 초등학교 교사출신 장학사님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인 그림을 한달동안 연습했다고 하시면서, 유쾌하고 깊이있는 수업에 대한 노하우

가 가득한 실제 수업경험(북아트를 비롯한)을 세세히 가르쳐주셨다. 이런 강의를 듣고 두 선생님은 그후

대표공개연구수업에 직접 수업에 적용하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필자는 성인반 교사이기에, 이화여

대 이민경 교수의 <혼동하기 쉬운 한국어문법교수법>을 청강했는데 아주 유익했다. 강의 종류가 많기에

함부르크 교사들은 역할 분담을 해서 서로 다른 강의를 듣고, 이후 격월로 개최되는 교사회의 때 발표하

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강의 외에도, 현지 교사들의 실제 체험수업과 그룹별 모임을 가지며, 성

인반 경우는 교재와 수업 방법에 대한 열띤 토론을 통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럽교사세미나는 매해 다른 지역에서 열린다. 올해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받는 런던이니 만큼, 영국

주최측은 오후 몇 시간을 투자해서 대형관광버스를 갖춘 초고속 런던여행을 베풀어주었다. 한때 런던학

교 교사로 재직하셨던 김동수 고고학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런던 시내를 보는 것은 또다른 즐거움을 안

겨주었다.

값진 강의를 같이 듣고 삼시 세끼를 같이 먹으며 교육정보교환 뿐 아니라, 인간적인 유대관계도 맺게 되

는 유럽교사 세미나. 유럽 각지역의 한글학교에서 열과 성을 다해 한국어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를 가

르치는 교육담당자들에게 유럽교사세미나는 교사들의 에너지를 재충전시켜줄 뿐만 아니라, 타 교사들과

의 만남을 통해 한번 더 교사의 마음가짐을 바로하게 해주는 것 같다.

화사하게 핀 분홍 벚꽃 향기를 맡으며 지식과 우정을 쌓은 한글학교 교사들은 다음 해를 기약하며 영국

한 선생님의 미니 벤에 올라,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향했고, 내려서도 아쉬움이 가득한 듯 따뜻한 포옹인

사를 하고 공항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나만의 스토리로 학급을 디자인하라”
-유럽한글학교 교사세미나를 다녀와서

조한옥 - 8 학년 담임

 '나만의 스토리로 학급을 디자인하라' 

이 말은 그래도 나름 참가한 교사세미나마다 감동을 받아와 무뎌진 내 가슴을 뛰게 하기 충분했다.

 2 박 3 일간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곤 빽빽한 세미나 일정 중에 한 가

지만 가슴에 들어와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한 내게 주어진 교재를 펼쳐보자마자 이 한 꼭지가 눈에 

확 들어왔다.

 전라북도교육청 김성효 장학사가 한 모든 강의가  듣는 수강자들을 열정에 빠지게끔 매력적이었

지만 그중에서도 <공책 정리하는 방법>과 <학급경영의 전문가가 되는 법>은 정말 모든 교사들과 

공유하고 싶은 강의였다.

 먼저 학생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늘 접하는 공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다. 나 개인적으로도 효율

적일 것 같아 교사하면서부터 시작한 공책 정리법을 김상효 장학사는 나를 한층 더 생각하게끔 했

다. 기존의 내 방법은 공책 앞면 ⅔ 는 학습 내용을 나머지 ⅓는 새로운 단어를 정리하고 뒷면은 숙

제해 오는 공간으로 간단하게 지정해 줬지만 김성효 장학사는 더 꼼꼼하게 나눌 것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공책 한 면을 4 등분 하여 <학습 내용>은 그 날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핵심 개념어>

로 정의한 공간에는 ? ! *와 같은 부호를 정해 새로운 단어나 중요한 단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

리하도록 했다. 이런 부호의 쓰임새는 첫 수업 시작부터 아이들과 확실히 약속을 정해 꾸준히 변경

없이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한 면에는 교사의 재량껏 <퀴즈>나 <질문>란을 만들고 나머지 한 

면에는 꼭 <학습일지>를 쓰게 하기를 권유했다.

  <학습일지>는 그 날 배운 학습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보는 공간인데 처음엔 아이들이 힘들어해

도 점차 쓰는 양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학습일지는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이자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학습에서 교사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아이들 스스

로 능동적으로 사고를 하게끔 하는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공책 정리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큰 자산으로 남을 

수 있고 교사에게는 학생이 어떤 내용을 익혔는지,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쉽게 파악하기 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모든 교사가 한 번 실행해 보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본다.

 다음은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강조하던 <학습경영의 전문가가 되는 법>을 강의 

내용을 전한다. 대략 6 가지 방법을 제시했지만 첫째도 둘째도 교사의 행복론은 어디서나 선행되었

다. 왜냐하면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학급에서는 좋은 수업도 좋은 교육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

다.

 두 번째는 '마음을 열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다. 교사는 공적으로 학부모, 학생, 동료 교

사, 관리자 등 여러 그룹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직업이고 이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

다. 그러나 교사에게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이 문제를 좀 더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들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교사 스스로 마음을 열고 다가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이벤트나 일회성 행사를 지양한다' 이다. 아이들은 재미있고 특별한 무엇인가를 좋아하

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끝나는 이벤트성 수업보다는 한 학기나 일 년을 기준으로 큰 밑그림을 그리

듯 교사의 확고한 교육 철학을 세운 후 세부적인 활동들이 따라야 한다.

 네 번째는 '교사도 공부하라' 이다. 우수한 교사는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치고, 무능한 교사는 쉬운

것을 어렵게 가르친다. 더는 부연 설명이 필요없을듯 하다.

 다섯 번째는 '아이들 손으로 학급을 꾸려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이다. 교사 혼자서 수



업도 잘해야 하고, 학생들 생활지도도 하고, 학부모와의 관계도 잘 맺고, 수업연구도 하려면 너무

나 벅차다. 교사는 수퍼맨이 아니다. 일단 아이들을 믿어 보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에서는 최대

한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주도권을 넘겨주어 본다. 그전에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며 세부적인 계획

을 세우고 학생은 거기에 다른 책임감을 느끼고 교사는 학생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교사의 역량이다.

 마지막으로는 '천천히, 길고 멀리 봐야 한다' 이다. 교육은 멀고 길고 느리다. 아이들은 마법처럼 

한순간에 바뀌는 존재가 아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성장해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교사가 

아이보다 먼저 지치는 일이 없도록 학급 경영의 속도를 잘 조절해야 한다. 학생들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 끝까지 사랑하는 용기, 학생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사랑 만이 행복한 교실을 만든다.

이상으로 김성효 장학사 강의한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전달합니다. 



제 98 회 제 19 회 청소년 우리말 겨루기 대회 장려상 수상작 (주제: 유리와 한국) 

주최: 재독한인총연합회 (2017 년 3 월 4 일, 독일 에센),       대상: 독일 재외동포 및 외국인 

안녕하세요. 저는 함부르크 한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마테 유리입니다.저는 한인학교에서는 3 학년이지만, 독일학교에서는 

1 학년입니다.  저는  윈슨루허 시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아빠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독일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 네 번 갔습니다. 작년엔,  한국에 가서 구현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태권도에도 다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엄마와 경복궁과 박물관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서점에도 자주 갔어요. 그 서점 이름은 '알라딘'입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이모,  삼촌, 숙모 그리고 할머니도 만났어요. 큰이모는 개가  한마리 있어요. 그 개의 이름은 벤이예요. 

벤의 오른쪽 눈에는 검은 점이 있고,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저는 사촌언니들이 네 명 있어요. 사촌 언니들은 나를 많이 예뻐해요. 그래서 언니들과 노는 것이 재미 있어요. 그런데, 

언니들은 나를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웠어요. 그게 너무나 웃겼어요. 

저는 엄마와 한국말을 자주 해요.저의 아빠는 한국말을 못하시지만 제가 한국말을 배워서아빠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는 엄마랑 한국말로 수수께끼도 하고 장난도 많~~이 쳐요. 독일에서는 엄마와 비밀 이야기는 한국말로 해요. 한국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저는 엄마와  한국말 하는 것이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 19 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전  (주최 : 재외동포재단 ) 

 

 

                 

 글 | 마테 유리 ( 4 학년) 

작품명: 나의 여왕, 나의 멋진 기사 

응모 분야: 동시 참가자격: 초등부 

작품명: 기분이 좋아져요 

응모 분야: 동시  참가자격: 초등부 



       <새싹반> 의 그림 모음

김 형 지 Kim Hyungji Anna

박 성 민 Bak, Seongmin

(현 나비반)



       <새싹반> 의 그림 모음

랑 대 호 Lang Zion Daeho

루 이 제 Breckua Luise

(현 나비반)



       <새싹반> 의 그림 모음

마 리 아 Matussek Maria

박 마 틸 다 Park, Mathilda

(현 나비반)



       <새싹반> 의 그림 모음

조 미 루 Reismueller Miru

박 건 용 Park Geonyoun

(현 나비반)



       <새싹반> 의 그림 모음

싱 클 레 어 Sinclair

아 멜 리 아 Amouzi Amelia

(현 나비반)



       <새싹반> 의 그림 모음

안 톤 Breckau Anton

요 한 네 스 Matussek Johannes

(현 나비반)



       <새싹반> 의 그림 모음

이 사 랑 Lee Emilie

이 승 헌 Lee Seunghun

(현 나비반)



       <새싹반> 의 그림 모음

장 이 건 Jang Igun

장 하 준 Jang Hajoon

(현 나비반)



1학년 반



1학년 반



1학년 반



1학년 반



1학년 반



1학년 반



1학년 반



1학년 반



1학년 반



2학년 반 - 이순례 선생님, 박준, 엘라 클루다쉬, 카이리 뮌스터, 이모세, 임채린, 서하영, 레나그룬드만, 

               이건우, 스텔라 유나 도버르틴, 송현송 

이름 : 이모세
제목 : 나의 가족

이름 : 엘라 클루다쉬
제목 : 나의 가족 



이름 : 임채린
제목 : 나의 가족 

이름 : 카이리 뮌스터 
제목 : 나의 가족 

이름 : 서하영
제목 : 나의 가족 

                                                             
                                           
                                                 

                       
 

이름 : 이건우
제목 : 나의 가족 
       



이름 : 레나 그룬드만
제목 : 비가 오는날 

이름 : 박 준
제목 : 방학 중 즐거웠던 일 

이름 : 성현송
제목 : 비가 오는날 

이름 : 스텔라 유나
제목 : 나의 자동차 



 

   3학년 반 

 

 

 

 

 

 

 

 



3학년 반 

 

 

 



3학년 반 

 

 

 



3학년 반 

 

 

 



3학년 반 

 

 

 



  4 학년 반 가족 소식









5학년 글과 그림 모음 

소피아 봉가드
제목:  공원
  

김수아
제목:  동그라미와 그림자

원종한
제목: 떡볶기



6학년반  강 아 론 

 

 



6학년반  안 태 호 

 

 



6학년반  박 민 성 

 

 



6학년반  서 하 민 

 

 



7학년 반 

 

 

 



 

 

 



8학년 반







9 학년    박진아 



9 학년    마빈 Reismüller



9 학년    황보근



9 학년    안태웅



— 청소년 한국어반  —

                                                <  니클라스 빈클러>                                                         <  니클라스 빈클러>

                                                                                                                                    <  요나스 빈클러>







성인2반 

 

안녕하세요, 

저는 셀리나 입니다. 저는 스무살 이에요 그리고 독일 사람 이에요. 

Wie die meisten Neuankömmlinge, bin auch ich, mit der koreanischen Kultur durch die 

Musik in Kontakt gekommen. Vor ca. 6 Jahren bin ich durch eine Freundin auf Kpop 

aufmerksam geworden und war auf Anhieb begeistert. Über all die Jahre hinweg ist mein 

Interesse an dem Land, dessen Kultur & Sitten und vor allem der Sprache immer mehr 

gewachsen. Im Januar habe ich beschlossen "Hangul" lesen und schreiben zu lernen, was 

sich erstaunlicherweise als nicht allzu schwierig ergab. Als ich es gemeistert hatte Koreanisch 

lesen zu können, war meine Neugierde allerdings nicht besänftigt, weshalb ich mich knapp 

1-2 Monate nach dem offiziellen Beginn beim Sprachkurs an der Koreanischen Schule in 

Altona eingeschrieben habe. Der Kurs macht unglaublichen Spaß und wir kommen schnell 

voran. Es bereitet mir große Freude zu sehen, wie viel ich bisher gelernte habe und wie gut 

ich es bereits anwenden kann, z.B. auf meiner Arbeit. 

Zurzeit arbeite ich bei Starbucks, welches besonders von Koreanern besucht wird. Bei 

Möglichkeit Versuche ich mein erlerntes Koreanisch anzuwenden, indem ich Ihren Namen in 

Hangul schreibe und mich höflich von ihnen verabschiede. Ich finde die Sprache unglaublich 

interessant, da sie ein komplettes Gegenteil zu dem ist, womit ich aufgewachsen und 

vertraut bin. Die Sprache und das Land faszinieren mich und momentan verfolge ich sogar 

das Ziel, eines Tages in Korea leben und arbeiten zu können.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wie viele andere nicht-koreanische Schüler sind auch wir, 레오 (열일곱 살) und 말레네 

(열여섯 살) durch 한류, also moderne koreanische Musik, Filme, etc. auf das Land 

aufmerksam geworden. Wir haben bereits vorher ein Interesse für japanische Kunst und 

Kultur geteilt, Südkorea hat uns jedoch so fasziniert, dass wir nicht nur mehr über das Land, 

sondern gleich die Sprache lernen wollten. Nun besuchen wir seit über 6 Monaten den Kurs 

von 연지영 선생님 und können schon diverse Konversationen führen, obwohl wir uns selbst 

nicht als die hellsten Köpfe bezeichnen würden. 

Jedoch bedeutet die koreanische Schule für uns weitaus mehr als nur die Sprache. Im letzten 

halben Jahr haben wir viele neue Leute kennengelernt und hatten die Möglichkeit an 

mehreren koreanischen Veranstaltungen teilzunehmen. Ob Schüler, Lehrer oder Mitglieder 

anderer Gemeinden, mit allen haben wir beispielsweise auf dem diesjährigen koreanischen 

Tag in Hamburg Volleyball gespielt, traditionell koreanisch gegessen und uns einfach nur 

unterhalten. 

Zugegeben, mittlerweile besuchen wir die koreanische Schule lieber als unser eigentliches 

Gymnasium und haben beim Lernen noch mindestens genauso viel Spaß wie zu Beginn des 

Jahres. Ein großes 감사합니다 an alle, die uns diese Erfahrungen bisher ermöglicht haben 

und auf die weitere gemeinsame Zeit an unserer 학교! 

 

 

 

 

 

 



성인5반 

 

아니카아니카아니카아니카    프프프프렌렌렌렌첼첼첼첼((((AnikaAnikaAnikaAnika    Frenzel)Frenzel)Frenzel)Frenzel)    

    

내가 처음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봤을 때 너무 웃겼고 재미있었어요. 그것을 봐서 한국을 더 알

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인학교에 다니면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여기서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있지만 여가 시간에 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음식이나 문화에도 관심이 있어서 한국식당

을 자주 가는데, 집에서도 가끔 한식을 요리해요. 앞으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할 거에요. 언젠가 

한국을 보러 갈 거에요. 

 

 

스테스테스테스테파니파니파니파니    벤벤벤벤슬슬슬슬라라라라인인인인(Ste(Ste(Ste(Stephanphanphanphanieieieie    BernsleinBernsleinBernsleinBernslein))))    

제목: 제주도 여행 

안녕하세요? 저는 특별한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012년에 저는 남자친구하고 제주도

에 가봤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제주도의 자연은 아름답고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한라산을 등산

했고 귤도 먹었어요. 여름이라서 우리는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고 피크닉을 했어요. 우리는 처음

으로 스쿠터 여행을 갔어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바네사바네사바네사바네사    (Vanessa)(Vanessa)(Vanessa)(Vanessa)    

제목: 나의 고향, 그리스 

내 고향은 그리스이다. 그리스 사람들은 먹는 것을 참 좋아한다. 명절, 생일 그리고 설날에 우리

는 항상 음식을 차려 먹는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이다. 그리스의 성인 축제일에는 

바비큐 고기를 먹는다. 그리고 다양하고 특별한 음식이 있다. 야채와 고기 음식, 스파게티와 다양

한 면류 그리고 케이크도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파스티치어다 파스티치어는 무사카와 비슷한 음식이다. 하지만, 파스

티치어는 감자와 가지를 넣지 않는다.  

 



아라즈아라즈아라즈아라즈    산산산산둘둘둘둘라라라라(Araz Sand(Araz Sand(Araz Sand(Araz Sanduuuullah) llah) llah) llah)     

제목: 한국의 자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여름에 한국에 다녀왔어요. 한국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봤는데, 제일 아름답고 신

비로운 것이 한국의 자연이라고 생각해요. 어디를 보아도 제일 눈에 띄는 게 한국의 아름다운 자

연이었어요. 한국의 자연경관은 아주 다양해요. 처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황해가 저를 매

혹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도시 주변에는 산이나 호수가 많이 있어서 한국의 자

연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동안 특별한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으시면 꼭 한국에 가보세요.  

 

 

디안드라디안드라디안드라디안드라    발커발커발커발커(Diandra Walker) (Diandra Walker) (Diandra Walker) (Diandra Walker)     

제목: 조금 쉬어야 해요 

 

한국사람과 독일사람의 휴식문화는 조금 달라요. 저는 일년 반 정도 한국에 살아서 한국의 문화

를 조금 알게 되었어요.  

한국사람은 보통 등산을 하면서 쉬어요. 하지만 독일에서 등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독일사람들은 날씨가 좋으면 어디든지 밖에 나가서 먹으면서 즐겨요.  

 

제 생각에는 한국사람들의 생활은 너무 바빠서 그런지 한국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밖에서 노는 것도 좋아하고 집에서도 

쉬는 것을 좋아해요.  

 



 

알려드립니다. 

 

1. 11 월 17 일에  <읽기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독려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11 월 24 일에는 <제 46 회 정기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총회에는 모든 학부모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오셔서 학교 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하시므로 

함께 만들어가는 한인학교를 이루어갈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3. 한인학교에서는  <사물놀이 반>이 매주 금요일 수업 후 18:00-19:00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담당 및 문의 : 백미화 선생님(0178- 289 6488) 

 

4. <붓글씨 반>이 한인학교 수업과 같은 시간에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담당 및 문의 : 함양분 선생님(040-643836)  

 

5. 한인학교에서는 <청소년 한국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급에서 한국어의 기초를 

익힌 후 연령에 맞는 반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담임 : 위여경 선생님(017647371028) 

 

6. 함부르크 한인학교를 사랑하며 학교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누구든지 <함부르크 

한인학교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문의 : 김형웅 후원회 회장님(040-6310912),  오주연 재무님(0151 28811393) 



                        2016년 10월-2017년 09월

                                  후원인 명단

Lili Marthe 2015년 50,00 €

Joachim Marthe/신미리 2015년 50,00 €

Cargo Alliance Service GmbH 600,00 €

김부남 100,00 €

글읽기대회  후원회 230,00 €

장현두 600,00 €

한사랑회 800,00 €

송문규 35,00 €

한인학교후원회 장학금 1학기 210,00 €

한인학교후원회 장학금 2학기 210,00 €

이영남 100,00 €

천주교 300,00 €

류인숙 30,00 €

한인학교후원회 소풍 1.000,00 €

Mundsburg 한인상회 과자 50,00 €

이마트 과자 50,00 €

홍성숙 50,00 €

소나무 100,00 €

불교학생스님들 100,00 €

예담 어린이 한복 10벌

임혜정 캐비넷 2개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함부르크 한인학교 (www.koreanisch-hamburg.de) 

Koreanische Schule in Hamburg e.V. 

Museumstr. 19, 22754 Hamburg 

(in der Staatlichen Gewerbeschule) 

 

후원안내: 

Hamburger Sparkasse 

IBAN : DE69 200 505 50 1282 1401 34 

BIC : HASPDEHHXXX 

 

연락처: 

Tel. 040-2393-3398 

Email: info@koreanisch-hambur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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