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FALL CLASSES
9/11 ~ 12/4(13주) 매주 화요일
오전 과목 (시간 9:30 ~ 11:50)
 만남의 기쁨
강사: 조사라 목사
시간: *오전 9시30분 ~ 9시55분
장소: 본당
과정: 웅수에서 하루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눕니다.
준비물: 성경, 찬송가

4. 동양화
강사: 정두현
장소: B205 (기존 학생에 국한)
과정: 동양화의 기본적인 기법을 이해하고
기초실습으로 나뭇잎, 나무잔가지, 나무둥치, 바위
산, 물 등을 주제로 시작합니다.
자격: 서예 특히 한문서예의 기본을 습득하신분들이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5. Apple Computer (MacOS) (신규)
강사: 이규양
장소: B207AB
과정: iMac 과 MacBook 에 대한 Apple
Computer 의 자세한 사용 방법을 기초부터
응용까지 배웁니다..
자격: Internet과 e-mail 사용에 불편이 없는분
준비물: MacBook

1. 건강스포츠댄스
강사: 박영희/이영덕
장소: 순원친교실
과정: 음악의 리듬(라인댄스곡)에
맞추어 기초적인 댄스동작으로 모든 신체부분을
가볍게 해주는 운동을하며 주님의 사랑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준비물: 편한 복장과 신발

6. 서예반
강사: 서휘열/김응한
장소: B109(인원제한 10명)
과정: 각자 개개인의 자율적인
배움으로 스스로 자기류를 개발시키도록
도와 드립니다. 실습하신 작품을 매 학습일에
제출, 전시를 기대합니다.

2. 일본어 기초 1 (신규)
강사: 김상환
장소: B115 (인원제한 10)
과정: 일본어의 기초 히라가나와
가따가나 발음부터 시작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쉬운회화와 필요한
문법을 재미있게 배웁니다.
준비물: 노트북, 연필

7. 성경반
강사: 조사라 목사
장소: B107
과정: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기록한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가기 원합니다.
준비물: 새번역 성경

3. 영화감상반
강사: 홍순식/장태전
장소: Youth Chapel(B110)
과정: 편하게 오셔서 고전,
명화를 감상하십시요.

8. 성전(건강) 돌보기 (신규)
강사: 박우영/신용계
장소: B208A
과정: 온몸 운동과 stretch
하는 법 그리고 영양식에 대하여 배우고 함께
걷는다.
준비물: 운동복, 운동화, yoga mat

9. 음악 키보드 초급
강사: 이종욱
장소: B208B
과정: 악보보기, Piano입문, 기초음악 이론을
다룹니다.
준비물: Keyboard
10. Computer 초급
강사: 김윤호/박 철
장소: 다락방 (인원제한 10명)
과정: 컴퓨터란 무엇이며, 구성,
작동, 관리하는 기초원리를 배워 실생활에
적용합니다. 인터넷의 기본 원리와 연결방법등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준비물: Windows 10 이 설치된 Laptop
11 . 합창반
강사: 유한나
장소: 본당
과정: 노래를 사랑하고 함께 기쁜마음로
찬양하고 싶으신분은 누구나 환영!
간단한 발성법과 음악의 기초를 함께 배우며
소리로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12. Spanish 101 (신규)
강사: 이선택/이종두
장소: B108
과정: Spanish를 배우고싶은분,
기초부터 for Spanish 101
준비물: Spanish Now! 1 Barron’s can be purchased
through Amazon.com (Edition #8)
13. Drawing & Watercolor
강사: 강효숙
장소: B209 (기존 학생에 국한)
준비물: 첫날에 알려드림

“등록기간은 8월19일 ~ 9월2일
등록금은 학과에 제한없이 점심을 포함하여 $50
입니다.”

14. iMovie Class
(Apple Movie Maker)
강사: 나길진/신용혜/
강순임
장소: B114
과정: 이 Program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멋진 동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사진과
음악이 필요하기때문에, Photos와 iTune을
함께 배웁니다.
준비물: iPhone or iPad, and Macbook or PC Laptop
Computer의 기초지식이 있는 분 환영합니다.
15. 뜨개질반
강사: 한순희
장소: B204 (기존학생 8명에 국한)
과정: 대바늘 뜨기 기본뜨기 기호보는법
코만들기 코늘이기 줄이기 코줍기 등
기본뜨개기법을 익힌뒤 단순한 작품을 함 목도리 .모자 cowl ( neck wormmer ) 등
겨울실을 이용한 단순한 작품.
준비물: 3,4,5번 실 중 하나(반타래) 4,5,6번 대바늘 중
하나 필기도구 가위
16 . 하모니카 걸음마
강사: 고일찬
장소: B206AB
과정: 하모니카의 기초 이론과 악보 보면서
하모니카 불기를 배웁니다.
준비물: 하모니카
17. 음악 키보드 중급 (화요일 오전이나
오후 한과목만 추가 신청 가능)
강사: 이홍주
시간: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B208AB (인원제한 20명).
기존 수강 학생 우선 + 신규학생
과정: 음표의 이름과 박자, 그리고 악보를 읽을 줄
아는 분들이 수강 가능하며, 코드 보면서 반주
하는 법과 바르게 연주하기를 배우면서 아름
답게 음악을 만듭니다.
준비물: 키보드, 매일연습
점심식사-순원친교실

오후 과목(시간 1:00 ~ 2:50)
18. Autoharp
강사: 양비비나
장소: B113
준비물:오토하프(악기필요시 강사와 상의,전화
571-438-8533) 빌리시거나
구입가능합니다.
19. 파워포인트 기초
강사: 한성수
장소: B207AB
과정: PC 나 Apple Computer 를 이용한
Powerpoint program 의 사용방법을
배웁니다.
20. iPhone 기초반
강사: 조요성/조화영
장소: Youth Chapel(B110)
과정: iPhone/iPad의 기초운영
및 사용, 중요한 App들의 사용방법을
배웁니다.
준비물: iPhone/iPad(인원제한 30명)
21. Taichi
강사: 김명희/신창경
장소: 순원친교실 앞부분
과정: Taichi 24, 준비운동과
기본스텝-24동작 복습
22. Computer 걸음마
강사: 강수일
장소: 다락방
과정: 컴퓨터란 무엇이며, 구성, 작동,
관리하는 기초원리를 배워 실생활에
적용합니다. 인터넷의 기본 원리와 연결
방법등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장부 정리(EXCEL)도 공부할 것입니다.
준비물: Window 10 이 설치된 Laptop

23. Movie Maker 초급
강사: 황보 한/이상남
장소: B109(인원제한 10명)
과정: 슬라이드 쇼와 동영상
작품을 만드는 기술을 습득합니다.
준비물: 컴퓨터 기초상식 보유자, 랩탑(Windows 7, 8, 10
24. Spanish 102
강사: 함승호
장소: B108
과정: Spanish 기초지식을 가지신분들
환영 More Emphasis on Conversation(회화)
준비물: Spanish Now! Level 1 Barron’s can be
purchased through Amazon.co (Edition #8)

28. 하모니카 중급반
강사: 고일찬
장소: B206AB
과정: 하모니카 기초를 끝낸 분과 하모니카
에 더 관심이 있는 분을 위한 과정입니다.
준비물: Tremoler Harmonica, 21Hole-24Hole, C
Key, A Key, G Key(Tombo,Co. Made in
Japan)
29. 미술반
강사: 이상민
장소: B209 (기존 학생에 국한)
과정: 드로잉(오전 Drawing & Water
color반을 수강하는 학생은 수강할 수 없습니다)
준비물: 종이, 연필, 컬러펜슬

25. Galaxy 폰
강사: 조병선
장소: B208A
과정: 사진 촬영/편집 방법,
카톡/메세지를 사용 - 전화, 텍스트, 사진
동영상, 음악 주고 받기 및 메모, 달력, GPS
지도, 빅스비사용법, 웹페이지와 이메일 등의
사용법에 대해 배웁니다.
준비물: Galaxy SmartPhone

30. 일본어 기초2
강사: 이경신
장소: B208B
과정: 히라가나와 가다가나가를 완전히
master한 분들을 위하여 일상에 필요한
회화, 간단한 일본어책 그리고 일본 동요를
배웁니다.
준비물: 노트북, 연필

26. 사군자
강사: 박숙자
장소: B205 (기존 학생에 국한)
과정: 동양화의 기본이 되는 사군자
( 매화,난초,국화, 대나무) 그리는 법을
배웁니다. 이번 가을학기에는국화와 대나무의
기초를 공부합니다
준비물: 먹, 벼루, 붓, 화선지, 물통, 흰접시

 Ungsoo Café
강사: 안영애
장소: Youth Lounge(B211)
시간: *오전 9:00 ~오후 3시
소개: 2017년 봄학기에 새로 시작하게 된
Ungsoo Café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Coffee와
다양한 종류의 Tea, 가끔 Desser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쉬고 가는 휴식처로
Ungsoo Café 많은 이용바랍니다.

27. 역사반
강사: 장수영
장소: 본당
과정: 강단 사학자들의 역사관과 재야
사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한국사를 배웁니다.
“시간, 장소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과등록은 아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http://www.kumcgw.org/ministry/ungsooacademy/ 등록안내를 순서대로 클릭, 등록용지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예비등록은 (카풀)합승하시는 분들의 대표 한분이
또는 함께 할 수 있으며, 일반등록은 개별적으로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등록신청서와 등록비를 제출합니다.

2018 FALL CLASSES
9/11 ~ 12/4 (13주)
매주 화요일

교회 증축으로 인한 주차난을 예방하고자 신청 방법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주시고
여러분의 넓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인원제한 225명)
1. 3인 이상 카풀(합승)하시는 분들께 (1) 주차우대권 (2)
수강우선권을 제공합니다. 수강우선권이란 예비등록기간
(8월 19일~23일)에 교회 사무실에서 조기 등록을 하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2. 일반등록기간은 8월 24일~9월 2일이며 교회
사무실에서만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우편신청
불가) 사무실 시간: 주일, 화, 수, 금 7 am~4 pm; 목, 토 7
am~1pm.
3. 등록금 반드시 $50 현금 또는 수표를 지참해 주세요
(Payable to Ungsoo Senior Academy).
4 .주차우대권이 없으신 분들은 주차장 만차 시 이웃교회
주차공간을 제공(주소: 맥클린한인장로교회 7144 OLD
DOMINION DRIVE, MCLEAN, VA, 22101). 셔틀 운행 일정:
FROM-9 am, 9:30 am, 11:30 / TO-1 pm, 2:45 pm, 3:15 pm
5. 모든 강의 시간과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5인
이하가 한과목에 등록이 된 경우 폐강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1219 Swinks Mill Road, McLean, VA 22102
703.448.1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