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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은 직원 채용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신조,  성별, 연령, 출신국가, 종교, 성적 성향, 혹은 장애를 이유로 인해 차별하지 

않습니다.상세한 내용은 하워드 공립학교 시스템의 평등권 보장 사무실 (10910 Route 108, 

Ellicott City, MD 21042, 410.313.6654)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10910 Route 108 • Ellicott City, Maryland 21042 
410.313.6600 • www.hcp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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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기 
         …그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갔을 때 

           Keeping in Touch with Friends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 

 
 

KOREAN 

친구는  네잎 클로버 같아서….찾기는 
어려운데, 있으면 행운인것…. 

http://www.hcpss.org/


 
 

계속 연락하기 
 
다른 학교로 떠나간 친한 친구에게 작별을 고할 필요는 없어요. 그 친구와 

계속 우정을 나눌 방법이 많이 있기에: 

 

쓰기: 편지, 엽서, 이메일 등을 서로 교환하세요. 

전화하기: 매달 전화하는 날을 정하든가, 생일이나 휴일 등 특별한 날에 

전화해 보세요. 

미디어 교환: 비디오/카셋 등을 교환해 봐요. 노래를 녹음하거나, 시 읽어 

주기, 이야기 만들기, 작은 동작극을 담을 수 있겠죠. 

사진: 최소한 일년에 한번은 서로의 모습을 담아 액자에 넣어 교환하고 

자신의 머리맡에 두는거에요. 

방문하기: 너무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 친구랑 나들이를 

계획해 봐요. 점심을 같이 먹거나 영화 보기, 운동 경기 관람, 바닷가 가기, 

공원에서 자전거 타기, 그밖에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을 함께 합니다. 

 

 친구가 새 학교로 전학가서 일단 적응하게 되면 서로 이런 방법들을 기쁜 

마음으로 고대하게 될거에요. 그리고 그 친구는, “예전의 학교”에 아직도 

누군가가 자신이 옮겨 간 학교에서 잘 지내는지 관심가져 주는 것에 대해 

기분이 무척 좋을거 에요. 

 
 

 

 

 
 
 
 
 

 
새 친구를 사귀되, 오랜 친구도 간직하세요. 
한 쪽이 은이라면,  한 쪽은  금과 같은 존재지요! 
 
 
친구는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일부에요. 친구는 우리 곁에서 늘 도와 주고, 
응원해주고, 새로운 경험을 나눠주기도 하죠. 친구 없는 삶이란 상상할 수도 
없는거에요. 친한 친구가 새로운 학교로 옮겨갔다면,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이 가지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새로운 학교에서 새학기를 시작한다고 하면 본인의 
외로움이 염려스러울 거에요. 이미 서로 가깝게 지내는 다른 그룹의 학생들 
속에 낄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새로운 우정은 절대 예전의 우정만 
못할 것이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들을 모두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새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요.  
 
새로운 친구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지 아래에 몇가지 제안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귀하만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더한 뒤,  
새로운 우정을 향해 출발! 
 
새로운 친구들을 이런 곳에서 만날 수 있죠 . . . 
 
• 자신의 반에서                              • 수학 수업 시간중 
• 식당에서                              • 운동장에서 
• 동네에서                  • 스쿨 버스내에서 
• 교회, 회당, 사찰등에서                 • 수영장, 테니스장, 기타 여가  
                                                         선용하는 곳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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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친구들 
 
친한 친구들, 특히 새 학교로 옮겨가는 친구들에게 사진을 달라고 해서 여기 
붙여보세요. 각 친구의 이름, 생일, 좋아하는 것들을 사진 옆에 적어 넣어 
보세요. 
 

이름:      

생일:      

내 친구가 좋아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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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새로운 펜팔 

친구들에 대한 이름 및 주요 사항을 적어서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간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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