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1    Woori   Korean   School   Newsletter   온라인   봄학기     

우리한글학교   소식지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21177   Halsted   Road   Northville,   MI   48167                                             http://standrewkimdetroit.org/xe/koreanschool   
February,   21,   2021   Vol.   2,   Issue   7   (11호)                       교장   Principal   박주원   JooWon   Park   

  

  

책   소개   Book    of   the   Week    :     내   친구를   깜짝   놀라게   할꺼야   (모   윌렘스   지음)   
I   will   surprise   my   friend   by   Mo   Willems   

  
이주의   책은   모   윌렘스   작가의    내   친구를   깜짝   놀라게   할거야!    입니다.     
제럴드는   코끼리이고,   제럴드의   친구   피기는   돼지입니다.   어느날,   
장난꾸러기인   제럴드와   피기는   서로를   놀라게   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모든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제럴드와   피기는   서로를   놀라게   할   
기회를   계속   놓치게   되지요.   항상   걱정이   많은   제럴드와   여유로운   
피기의   모험에   대해   읽어보세요,   모   윌렘스   작가가   보여주는   두   친구의   
우정과   위트를   느껴볼   수   있답니다!     
  

I   Will   Surprise   My   Friend!    is   a   children’s   book   by   Mo   Williams.   In   the   
book,   Gerald   is   an   elephant   and   his   friend,   Piggie,   is   a   pig.   One   day,   
Gerald   and   Piggie   try   to   surprise   each   other.   However,   things   don’t   go   
to   plan   and   the   two   keep   missing   the   chance   to   surprise   each   other.   
Gerald’s   worrisome   personality   and   Piggie’s   carefree   nature   lead   them   
to   different   conclusions   about   the   situation.   This   book   is   filled   with   cute   
animal   pictures   and   funny   scenes!   

한국어로   듣기:    https://youtu.be/iFX8xLiU91U  
영어로   듣기:    https://youtu.be/MAfToqmwxyU   

영화   소개   Movie    of   the   Week    :     미나리   Minari     
  

영화   미나리는   희망을   찾아   미국   이민을   선택한   어느   한국   가족의   

삶을   그린   영화로   2020년   선댄스영화제   드라마틱   경쟁부문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았습니다.   스티븐   연,   한예리,   윤여정   등   세   배우   

뿐아니라   아역   배우까지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기를   선보이며,   

감독은   리   아이작   정입니다.   영화   속   어린   배우   인터뷰   한번   보세요.      

Minari   follows   a   Korean-American   family   that   moves   to   a   tiny   
Arkansas   farm   in   search   of   their   own   American   Dream.   The   family   
home   changes   completely   with   the   arrival   of   their   sly,   foul-mouthed,   

but   incredibly   loving   grandmother.   Amidst   the   instability   and   challenges   of   this   new   life   in   the   rugged   
Ozarks,   Minari   shows   the   undeniable   resilience   of   family   and   what   really   makes   a   home.   
인터뷰   보기:   배우   7살   김알랜   “자기자신이   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vjFZ8paA76c   

트레일러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KQ0gFidlr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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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성경    한줄    Verse   of   the   Week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마르코,   15   
“This   is   the   time   of   fulfillment.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   
Mark,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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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receive   the   Zoom   links   from   the   teacher   by   using   kakao   talk   or   
emailing   them.   교과서는   작년과   같이   e-nopi   입니다.     
Korean   School   meetings   are   every   Sunday.   All   classes   will   be   through   zoom.     

● 1st   session:   1:00   p.m.   -   1:45   p.m.      
● 2nd   session:   2:00   p.m.-   2:45   p.m.     

  
지난주엔   음력설이라   많은   선생님들이   윷놀이와   연을   만들며   온라인   수업에서    설놀이를   하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애써주신   선생님들과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주의   속담   (Proverb   of   the   week):   
“개구리도   옴쳐야   뛴다”   
뜻:   일을   이루려면   그   일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말   
No   matter   what,   you   need   time   to   plan     

이주의   말해   보세요.   (practice   the   dialog):   

슬기:    수지는   좋아하는    계절 이   뭐야?   나는    겨울 이   좋아.   

수지:    나도   겨울이   좋아.   겨울에는   재밌는게   많아.   너는   뭐가   제일   좋아?   

슬기:     나는    눈   싸움 이   제일   좋아.   너는   또   뭐가   좋아?   

수지:    나는    눈   사람    만드는게   좋아.     

이주의   노래   Song   of   the   Week :   지난주엔   눈이   참   많이   왔죠?   눈사람   많이   만들었나요?   이번주엔   
“꼬마눈사람”과    발렌타이   데이   시   “Roses   are   Red”를   소개합니다.     



  

꼬마   눈사람   

(Little   Snowman)   

한겨울에   밀짚   모자   꼬마   눈사람   
눈썹이   우습구나   코도   삐뚤고   
거울을   보여   줄까   꼬마   눈사람   
하루종일   우두커니   꼬마   눈사람   
무엇을   생각하고   혼자   섰느냐   
집으로   들어갈까   꼬마   눈사람   

꼬마   눈사람   |   인기율동동요   |   핑크퐁!   인기동요   

  

  

Roses   are   red   
(장미는   붉고)   
Roses   are   red,   

Violets   are   blue,   

Sugar   is   sweet,   

And   so   are   you.   

장미는   붉고,   

바이올렛은   푸른색이지   

설탕은   달고   

너도   그렇지   
  

  

이주의   작품들   Artwork   of   the   week    :    한글학교   킨더반   색칠   공부   (kindergarden   class    coloring),   2   학년   연만들기   
(2nd   grade   kite   making),   홍성진   일기,   5   학년   음식메뉴(5th   grade   menu   making)   만들기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Cvguvb5m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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