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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Book    of   the   Week    :    봄   속으로   풍덩(Plunge   into   Spring)   -   글   주미경   
  

‘봄   속으로   풍덩’은   나비,   벌,   반달곰,   다람쥐,   청개구리들과   귀여운   

족제비   가족까지   제각각의   방법으로   봄을   즐기는   장면과   봄날   볼   수   

있는   꽃들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소개하는   어린이동화책입니다.   

동물들이   봄꽃과   놀이하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은   봄꽃은   물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생태계의   모습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처럼   곱고   리듬감   있는   글과   예쁜   꽃   그림이   싱그러운   봄을   

연상시킵니다.   

  
책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EP0nqrEYKXc     

이주의   성경    한줄    Verse   of   the   Week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마흔여섯   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   
요한   2,   19-21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n   three   days   I   will   raise   it   up.”   The   Jews   
said,   “This   temple   has   been   under   construction   for   forty-six   years,   and   you   will   raise   it   up   in   three   
days?”But   he   was   speaking   about   the   temple   of   his   body.   -   John   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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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3월   21일엔   초등학교   교사선생님의   특강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주의   속담   (Proverb   of   the   week):   
“겨울이   지나지   않고   봄이   오랴”   
뜻: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으므로   급하다고   억지로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비슷한   영어   표현:   Will   spring   come   without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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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노래   Song   of   the   Week   

봄비   (1절)   
소록소록   봄비가   내리는   들에   

방글방글   새싹들이   얼굴   내밀고   

온세상의   어린이   예뻐지라고   

봄바람이   사르르르   뿌리고가요   

  

진달래   수줍어   얼굴붉히고   

개나리   꽃   노랗게   활짝웃으면   

종달새   벌   나비   모두   일어나   

노래하며   춤을추네  

  

  

After   the   Winter   
When   the   trees   have   lost   the   color   

And   the   sky   is   full   of   fears   

When   you   feel   you   are   going   under   

And   your   eyes   are   full   of   tears   

When   the   bells   are   all   hiding   

And   you   are   hiding   too   

  

Oh,   darling   just   remember   

That   everything   will   soon   be   new,   because   

After   the   winter   comes   the   spring   

That   is   when   the   bluebirds   

Start   to   use   their   wings   

And   you   can   always   count   on   this   

After   the   winter   comes   the   spring   

  

  



  

  

  

이주의   말해   보세요.   (practice   the   dialog):     

지우:    수지는    좋아하는   계절 이   뭐야?   나는    봄 이   좋아.     

수지:    나도   봄이   좋아.   너는   봄에    꽃   보러    가는게   좋아.   너는   뭘   좋아해?   

지우:    나는    밖에서   노는걸   좋아해 .   

수지:    나도   밖에서   노는걸    좋아해.     

이주의   작품들   Artwork   of   the   week    :   한글학교   1학년   그림   일기   (1st   grade   diary   with   drawi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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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