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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   소개   New   Book   of   the   Week    :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Generous   
Grandma’s   Dumpling   Making)   -   글   채인선   
채 인선   작가의   ‘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는    1998년   어린이   문화대상   수상작입니다.   

해마다   설날이면   무엇이든   많이,   크게   만드는   손이   큰   할머니는   숲   속   동물들과   

만두를   빚습니다.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아   냉장고에   넣어두고   일   년   내내   꺼내먹을   

수   있는   설날   만두지요.   설날   아침,   할머니와   숲   속   동물들이   이   만두를   함께   나눠   

먹으며   모두   한   살씩   나이를   더   먹는   장면,   같이   웃으며   만두를   빚는   장면등등   

민화풍의   정감있는   그림이   풍부한   책입니다.   모두   책   읽으며   신축년   음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화듣기:    https://youtu.be/G-2T-IjYW4A   

이주의   성경    한줄    Verse   of   the   Week     
그때에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   
마르코   1,   40-42   

  
A   leaper   came   to   Jesus   and   kneeling   down   begged   him   and   said,   “If   you   wish,   you   can   make   me   
clean,”   Moved   with   pity,   he   stretched   out   his   hand,   touched   him,   and   said   to   him,   “I   do   will   it.   Be   
made   clean.”   The   leprosy   le�   him   immediately,   and   he   was   made   clean.   -   Mark   1,40-42   

수업안내 :    2021년   봄학기도   매주   일요일   비대면   수업(Zoom   Meeting)으로합니다.     
- 온라인   수업   시간표를   참조해   주세요.   

  
1   교시:   1시   -   1:45분   

● Kinder/1학년   1   반/2   학년/5   학년/6학년/7학년      
2   교시:   2시-   2:45분   

● 1학년2   반/3   학년/4학년/8   학년   

이주의   속담   (Proverb   of   the   week):        “하늘의   별   따기”     
(Chances   are   slim)     뜻:   몹시   어려운   일을   가르키는   말.   

오늘의   발음   챌린지!   (잰말놀이   tongue-twisters   )    (“ㄴ”   발음과   “ㄸ"   발음)   
널뜬   난   달뜬   날   다른   나라로   갈   따름이야         I   will   move   to   another   country   on   a   day   when   the   moon’s   up.     

http://standrewkimdetroit.org/xe/koreanschool
https://youtu.be/G-2T-IjYW4A


  

  

  

이주의   노래   Song   of   the   Week :   발렌타인   데이를   맞이해   가족의   사랑과   친구들   사이의   사랑을   떠올리는   
“뽀뽀뽀”와   “커다란   꿀밤   나무   밑에서”   입니다. 이주의   노래   Song   of   the   Week :   발렌타인   데이를   맞이해   
가족의   사랑과   친구들   사이의   사랑을   떠올리는   “뽀뽀뽀”와   “커다란   꿀밤   나무   밑에서”   입니다.   

뽀뽀뽀   

아빠가   출근할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만나면   반갑다고뽀뽀뽀   
헤어질때   또   만나요뽀뽀뽀     
우리는   귀염둥이   뽀뽀뽀   친구   
뽀뽀뽀   뽀뽀뽀   뽀뽀뽀   친구   
아빠가   출근할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헤어질때   또   만나요뽀뽀뽀     
우리는   귀염둥이   뽀뽀뽀   친구   
뽀뽀뽀   뽀뽀뽀   뽀뽀뽀   친구   

뽀뽀뽀   -   꾸러기   동요   

  

커다란   꿀밤   나무   밑에서   

커다란   꿀밤   나무밑에서   
친구하고   나하고   

정다웁게   얘기합시다   
커다란   꿀밤   나무밑에서   
커다란   꿀밤   나무밑에서   
친구하고   나하고   
정다웁게   얘기합시   

커다란   꿀밤   나무밑에서     

  

  

랄랄라   동요   -   꿀밤나무   밑에서   

  

이주의   한문장/단어   (Words   of   the   week):   4   
학년     

곧장:   straight;   왼쪽:   left;   오른쪽:   right   

건물:   building   

예) 집으로    곧장    돌아가!    (Go   straight   home.)   

  

왼쪽 에는   
집이있어요.   

오른쪽 에   있는    건물 은   팔구월쯤에   완성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Synx4m2rWVM
https://www.youtube.com/watch?v=5qzzCpV-o2k


  

  

이주의   작품들   Artwork   of   the   week    :    한글학교4   학년바람과   해   학생들   일기,     
유치원반   색칠   공부,   3학년   김치   그림   (4th   grade   wind   and   sun   diaries,   kinder   coloring,   3rd   grade   kimchi   drawing   )   

  

  

  

한글쓰기나   한글학교에   관한   문의사항은    woorikoreanschool19@gmail.com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만든이:   박경선   선생님과   학생봉사자들   (길민하,   오세은,   최경환,   최진영,한예원)   

mailto:woorikoreanschool1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