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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Book    of   the   Week    : 하늘   높이   태극기”   책을   소개합니다.    빨간   날,   왜   태극기를   달까요?   기쁜   날,   슬픈   

날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이   왜   다를까요?   태극기의   태극   

문양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나요?   통합교과   그림책   하늘   높이   

태극기는   태극기를   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호의   하루를   이야기해요.   

지도,   화폐,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태권도,   한글   등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상징이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밀착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깨달을   수   있지요.    책듣기:    https://youtu.be/lU49qySkenU      

영화   소개   Movie    of   the   Week       항거    (Protest):      유관순   열사 는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었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중   고문에   의해   
순국하였습니다.     영화   ‘항거’는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세평도   안   
되는   서대문   감옥   8호실   속,   영혼만은   누구보다    자유 로웠던   유관순과   
8호실   여성들의   1년의   이야기입니다.   명대사   한번   보시죠:   
https://youtu.be/0rT0KOcR7GE     
투옥   중에도   고국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드러나는   유관순   열사의   말을   
소개합니다   :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   The   only   sorrow   I   feel   now   is   that   I   have   just   
one   life   to   offer   to   my   country.)   

이주의   성경    한줄    Verse   of   the   Week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   마르코   9,   7-8      ( Then   a   cloud   came,   casting   a   shadow   over   them;   from   
the   cloud   came   a   voice,   “This   is   my   beloved   Son.   Listen   to   him.”   Suddenly,   looking   around,   they   no   
longer   saw   anyone   but   Jesus   alone   with   them.   -   Mark   9,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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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뜻:   아무리   큰   재난에   부딪히더라도   그것에서   벗어날   길은   있다   
비슷한   영어   표현: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http://standrewkimdetroit.org/xe/koreanschool
https://youtu.be/lU49qySkenU
https://youtu.be/0rT0KOcR7GE


  

  

이주의   노래   Song   of   the   Week   

삼일절   노래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은   다시   흐르고   

백두산높았다   

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삼일절   노래   

  

참회록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 懺 悔) 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滿)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 懺 悔 錄) 을   써야   한다.   
그   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 告 白) 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隕 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동주]   영상시집   참회록X자화상   영상시집   

  

이주의   말해   보세요.   (practice   the   dialog):   유관순,3.1   운동   
https://youtu.be/9xCgc-3fY8U     [기억록]   김연아,    유관순을   기억하여   
기록하다     

슬기:    수지야   유관순이   누구였어?     

수지:    1919년에   일어났던   3-1   운동으로   알려진   한국의   
독립운동가   였어.   

슬기:     근데   삼일절이   뭐야?    수지:    삼일절은   한국   사람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colonization)   대해   항거(protest)한   날이야.   그날이   한국의   독립을   알린   날이야.   

https://www.youtube.com/watch?v=qV8eVHtTD50&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6iqCrxgFqEY&feature=youtu.be
https://youtu.be/wB11obfJF5I
https://youtu.be/9xCgc-3fY8U


  

  

이주의   작품들   Artwork   of   the   week    :   한글학교3학년   심청전   읽고   심청이   팝업   카드(3rd   grade-   The   story   of   Shim   
Cheong,   pop-up   card)   만들기,    1학년   그림일기,   (1st   grade   diary),   4학년   일기   (4th   grade   diar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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