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 루턴 고등학교
세계적 학교
프로그램
우리의 목표
홉 루턴 고등학교는 예수님의 왕국을 건축하

질 좋은 크리스찬
교육

고
보존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드립니다. 제대로된 교육을 사랑스러운

Hope Lutheran

공간에서 받으세요.
저희의 역사
홉 루턴은 2003년도에 크리스찬 교육을 원했던
학부모 모임이 만들었습니다. 홉 루터는 교실
당
7명의 학생이 배정됩니다. 미조리 Synod
Lutheran
교회에 속해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 또는 어떻게 한가족이

기쁨:루턴이 가득한
향류하라...기도하라...감사하라

될수 있는지는 홉 루터 고등학교에서
Lutheran High School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253 Liberty Street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Winona, MN 55987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질문 또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Mr. Rocky
Sandcork에게 연락하세요 507-474-7799 또는
이메일: rsandcork@hopelhs.org

데살로니가전서 5:16-18
(507)474-7799

www.hopelhs.org

office@hopelhs.org

하나가된 크리스찬

높은 기준

홈 루턴 고등학교

학부들은

가족에서는

학생이 최고의

인간관계를 중요시

교육을 받을수

여깁니다.

있도록

학생 대 선생님 — 홉 루턴 고등학교의 학생

쉬지않고 일을

대
선생님의 낮은 비율은 학생의 최대치 능력을
발휘할수있도록 더욱 개인적인 교육을 느낄수
있습니다
학생 대 크리스찬 — 매일 전념하는 바이블

합니다.
학부들은 높게
인정을 받았고
경험도
충분합니다.

공부, 체플, 등 홉 루터는 지속적이게 학생과
크리스찬의 관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우징
하숙집은 경치가 좋은 Winona, MN에 있습니다
— 미시시피 강에 둘러져 있습니다
넒고 개인보장을 해주는 싱글 학생 방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
선생님이 최고의 경험이라면 홉 학교는 최고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은 다른
문화와 세계적인
깨우침을 얻을수
있습니다. 음악, 미술,
운동, 등 저희 홉 루터
학교는 학생의 자기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프로그램
- 밴드

- 농구

드라마 - 성가대

- 크로스 컨트리 - 미식축구

- 몰티 미디어 - 목공

- 축구

- 학생부

- 배구

- 트랙

활동
자연 체험
◆ 강 활동, 카누하고 패들 보팅

Winona, Minnesota, USA
Winona 도시는 미시시피 강 옆에 있는 대단한
풍경이 있습니다. 자연(강, 등산,등)을

◆ Garvin Heights 등산

체험할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 세인트

Winona은 대락 30,000 주민들로 작은 커뮤니티

마리아의 줄 코스

입니다. 3개의 대학이 있고: Winona State

투어

University,

◆ 스테인 글래스

St. Mary’s University, and Southeast Tech. Winona가

◆ Watkins

한때는 가장 많은 부자가 있었던 곳이여서

◆ Winona 미술 박물관
◆ Amish 농장
◆ Winona State 대학
◆ Bluff에 있는 묘지
◆ 근처에 있는 큰 비지니스(Fastenal, Peerless
Chain, Wincraft)
커뮤니티 행사
◆ Healthy Food Demo at the Co-Op
◆ 만두 만들기
◆ Local plays and concerts

새로운 건물

◆ Art-Making Experience 미술 체험

홉 루턴은 새로운 시설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 Polish Museum에서 세계적 음식 만들기

이 시설을 2020-2021년도에 완공될것이고

◆ Local Library에서 문화 공유하기
◆ Yarnology에서 뜨개질
◆ 드럼 서클
◆ 요가
◆ YMCA에서 문화 공유하기
◆ Project Fine에서 음악적 재능 공유하기
봉사활동 기회
◆ Restored Blessings에서 급식 접대
◆ Humane Society에서 동물들 돌보기
◆ Sugar Loaf Senior Center에서 스토리텔링

새로운 체육관, 실험실, 급식실, 교실을
포함할것입니다.

프로그램

스케줄

$33,500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평일

● 과외비

7:00 - 7:30 아침

●책

7:30 - 7:45 등교

● 운동 & 활동

7:45 - 8:42 1 교시

● 의료 보험

8:46 - 9:32 2 교시

● ESL하고 토플 과외

9:36 - 10:22 3 교시

● 대학 카운슬링 서비스

10:26 - 11:13 4 교시

● 방과 시설

11:13 - 11:43 점심

○ 에어콘/ 난방

11:43 - 12:30 5 교시

○ 음식 (홈메이드)

12: 34 - 1:20 6 교시

○ 와이파이/인터넷

1:24 - 2:10 7 교시

○ 헬스장

2:10 - 3:15 과외, ESL

○ 학생 주방 시설

3:15 - 6:00 운동 시간, 자유시간

○ 자전거

6:00 - 6:30 저녁

○ 빨래 시설

6:30 - 7:30 자유시간

● 이동수단

7:30 - 9:00 공부 시간

○ 공항 픽업/드롭 오프

9:00 - 10:00 자유시간

○ 쇼핑, 장보기, 심부름

10:00 소등

○ 의료/ 치과 예약

10:30 취침

● 기숙사 활동, 소풍, 프로그래밍

주말

● 공휴일 휴식

아침 자유시간

기숙사는 방학동안 사용가능

일요일 - 교회 12:00 - 12:30

질문 또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Mr. Rocky
Sandcork에게 연락하세요 507-474-7799 또는
이메일: rsandcork@hopelhs.org

브런치
12:30 - 3:30 프로그래밍/활동/현장체험 학습
3:30 - 5:30 자유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