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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Book    of   the   Week    :    부활절   달걀   
   잰   브렛   글,   그림   /   김영선   번역   

『 이번   부활절,    부활절   달걀 의   주인공인   작지만   활기찬   토끼   

호피는   처음으로   부활절   달걀을   만들어보게됩니다.   처음   만드는   

부활절   달걀인만큼,   호피는   최고로   멋진   달걀을   만들어서   

부활절   토끼와   함께   달걀을   나누어   주고   싶어합니다.   멋진   

부활절   달걀을   위해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노력하지만   

호피는   달걀을   어떻게   꾸밀지   고민스럽기만   하지요.   고민을   

하던   호피는   숲에   들어갔다가   울새의   알을   발견해서   돌봐주게   

된답니다.     

부활절   달걀 은   부활절   달걀을   소재로   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전하는   특별한   책입니다.   작가는   

아름다운   세밀화와   따뜻한   문장을   통해   새   생명의   탄생과   그것을   만들어   낸   희생과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표현합니다.   

이주의   성경    한줄    Verse   of   the   Week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   마르코   14,   18   ( And   as   they   reclined   at   table   and   were   eating,   Jesus   said,   “Amen,   I   say   to   you,   one   of   
you   will   betray   me,   one   who   is   eating   with   me.”   Mark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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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주는   부활절   기념    수업이   없습니다   (4월4일) .   학부모님들   참조바랍니다.     

  
이주의   속담   (Proverb   of   the   week):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뜻:   아무리   능숙한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다.   비슷한   영어   표현:   Even   
Homer   sometimes   nods,    Even   monkeys   sometimes   fall   from   trees     
Meaning :   Even   pros   make   mist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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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노래   Song   of   the   Week   

학교종   
올리와   뚜   루루   뚜루   손씻자   뚜   루루   뚜루   

비누로   뚜   루루   뚜루   손씻자!   

손바닥   뚜   루루   뚜루   손등도   뚜   루루   뚜루   

보글보글   뚜   루루   뚜루   손씻자!   

깍지껴   뚜   루루   뚜루   손모아   뚜   루루   뚜루   

깨끗하게   뚜   루루   뚜루   손씻자!   

엄지도   뚜   루루   뚜루   손톱도   뚜   루루   뚜루   

꼼꼼하게   뚜   루루   뚜루   손씻자!   

거품을   뚜   루루   뚜루   헹구자   뚜   루루   뚜루   

뽀득뽀득   뚜   루루   뚜루   헹구자!   

아플   땐   뚜   루루   뚜루   쉬어요   뚜   루루   뚜루   

외출은   뚜   루루   뚜루   안   돼요!   

기침은   뚜   루루   뚜루   소매에   뚜   루루   뚜루   

코와   입   뚜   루루   뚜루   가리고!   

언제나   뚜   루루   뚜루   기억해   뚜   루루   뚜루   

30초   뚜   루루   뚜루   손씻기!   

우리   모두   뚜   루루   뚜루   건강한   뚜   루루   뚜루   

생활습관   뚜   루루   뚜루   지켜요!   

“오예!”   

[코로나   예방   손씻기]   아기상어와   손씻어요   |   

핑크퐁   X   보건복지부   |   아기상어   손씻기   

챌린지#BabySharkHandWashChallenge   |   

핑크퐁!   인기동요   

  

Ten   Eggs   in   a   Bed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Easter   Eggs!     
  

Ten   eggs   in   a   bed,     
and   the   little   one   said,   
“Roll   over,   roll   over.”     

So   they   all   rolled   over   and     
one   fell   out.     

“A   doll!”   
  

Nine   eggs   in   the   bed,     
and   the   little   one   said,     
“Roll   over,   roll   over.”     

So   they   all   rolled   over   and     
one   fell   out.     

“A   car!”   
…(repeat)   

  
Two   eggs   in   the   bed,     
and   the   little   one   said,     
“Roll   over,   roll   over.”   

So   they   all   rolled   over     
and   one   fell   out.     

“A   ball!”   
  

One   egg   in   the   bed,     
and   the   little   one   said,     
“Happy   Happy   E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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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말해   보세요.   (practice   the   dialog):     

하은:    지안아,   너는   매일   학교가?   

지안:    아니,   나는   하이브리드   수업을해.   

하은:    나는   학교   안가고   집에서   수업을해.     

지안:    그렇구나,   언제   만나서   놀자.     

이주의   작품들   Artwork   of   the   week    :   한글학교    3학년   견우와   직녀   오작교   만들기   사진,   
  4학년   일기   입니다.     

  

  
  

뉴스레터   만든이:   박경선   선생님과   학생봉사자들   (길민하,   오세은,   최경환,   최진영,한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