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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Book    of   the   Week    :    만복이네   떡집 ,   김리리   지음,   이승현   그림   
“ 찹쌀떡 을   먹으면   입이   척   들러붙고,    꿀떡 을   먹으면   달콤한   말이   술술   나온다고?”   

이번   동화는   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말과   

행동을   툭툭   내뱉고   마는   만복이가   신비한   떡집을   만나   겪는   따듯하고   

흥겨운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김리리   작가는   아이들의   일상을   

판타지와   버무려   ‘익숙한   고민거리’를   ‘신선하게’   표현하는   재능을   보여   

준   바   있습니다.   [만복이네   떡집]   또한   마법이   서린   듯한   신기한   떡을   

하나씩   먹으며   욕쟁이,   심술쟁이,   싸움꾼   만복이가   점차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맛깔   나는   문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인   떡에   

판타지   요소를   가미하여   독특한   재미와   전래   동화를   읽는   듯한   쫄깃한   

글맛을   느껴보세요.     

  

책듣기:   https://youtu.be/EKdK6TNA8Ro   

이주의   성경    한줄    Verse   of   the   Week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   12,26   
Whoever   serves   me   must   follow   me,   and   where   I   am,   there   also   will   my   servant   be.   The   Father   will   
honor   whoever   serves   me.   John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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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강안내 :   오늘   3월   21일엔   필라델피아   초등학교    교사   이   소피아선생님    의   
특강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주의   속담   (Proverb   of   the   week): “하루   물림이   열흘   간다”   
뜻:   일을   한번   뒤로   미루기   시작하면   자꾸   미루게   된다는   말로서,   무슨   
일이든   뒤로   미루지   말고   하라는   뜻.   
비슷한   영어   표현:   Procrastination   has   no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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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노래   Song   of   the   Week   

학교종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베스트   동요   모음   학교종이   땡땡땡   

  

  

  

School   Bell’s   Ringing   
School   bell’s   ringing   

ding   ding   dong   

Let’s   all   gather   now   

Teacher   is   waiting   in   the   class   

For   us   to   come   

  

  

  

 

이주의   말해   보세요.   (practice   the   dialog):     

서준 :    은우야    사순절 이   뭐야?     

은우 :    사순절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준비하는시기야.   부활절   전   40   일   동안    금요일 에   
하는거야.    서준 :    그럼   사순절은   언제야?   

은우 :    사순절은   2월   17일에서    4월   3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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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작품들   Artwork   of   the   week    :   한글학교    4학년   태극기   그리기   (4th   grade   Korean   flag    drawing),   태극기   
쉽게   그리기   연습해서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6070967319570   
3학년   연날리기   (3rd   grade   kite   flying)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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