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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Book    of   the   Week    :    아낌없이   주는   나무   (Giving   Tree)   
쉘   실버스타인   글,   그림     

  
이주의   책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한   소년과   

나무입니다.   나무는   소년을   사랑합니다.    소년은   매일   나무를   찾아오고,   

나무는   매일같이   사랑하는   소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소년이   나이가   들면서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집니다.   

오랜만에   찾아오는   소년은   나무에게   항상   돈,   집,   배   등   무언가를   자꾸   

요구합니다.   나무는   소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며   

행복해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할아버지가   된   소년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줄   게   없어서   미안해하는   나무에게   소년은   그냥   조용히   쉴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나무는   그런   소년에게   자신의   나무   밑동을   내어   

줍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짧은   어린이   책이지만,   배울점이   많고   깊이가   상당합니다.   소년의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나무를   보며   아이들은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배우게됩니다.   

이주의   성경    한줄    Verse   of   the   Week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요한   20,   29   
Jesus   said   to   him,   “Have   you   come   to   believe   because   you   have   seen   me?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have   believed.    -   John   2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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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부활   제   3주일입니다.    모두   수업   잘   하세요.     

  
이주의   속담   (Proverb   of   the   week):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뜻: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도   완전히   끝을   맺어   놓아야   비로소   가치가   있다.   
비슷한   영어   표현:   If   you   don’t   scale   the   mountain,   you   can’t   view   the   plain   
Meaning :   You   need   to   finish   in   order   to   ge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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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노래   Song   of   the   Week   

작은   동물원   
삐악삐악   병아리   

음매음매   송아지   

따당따당   사냥꾼   

뒤뚱뒤뚱   물오리   

푸푸   개구리   

찌게찌게찌게   가재   

푸르르르르르르   물풀   

소라!   
작은   동물원   |   인기율동동요   |   핑크퐁!   

인기동요   

 

A   Small   Zoo   
  

Cluck   cluck   yellow   chick   
Moo   moo   brown   calf   

Bang   bang   bang   bang   hunter   
Quack   quack   quack   quack   white   

duck   
Ribbit   ribbit   green   frog   
Pin   pin   pin   pin   lobster   

Prrrr   water   grass   
Da   da   da   da   shell!   

 

이주의   말해   보세요.   (practice   the   dialog):     

하은:    지안아, 부활절 에   뭐해   ?   (Easter)   

지안:    나는 봄   방학 이라   집에있을거야.   (Spring   Break)   

하은:    나는   친구들   하고    에그   헌트    할꺼야.   너는   뭐해?   (Egg   Hunt)   

지안:     나는   집에서   친구들이랑   가족   들이랑   놀거야.   

https://www.youtube.com/watch?v=uflFRW-CNyY
https://www.youtube.com/watch?v=uflFRW-CNyY


  

이주의   작품들   Artwork   of   the   week    :   한글학교   3학년   흑부리   영감   도깨비   가면,    5   학년    조리법쓰기   
입니다.   가면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조리법   보고,   아이들과   같이   맛있는   요리   만들어보세요!   

 

 

뉴스레터   만든이:   박경선   선생님과   학생봉사자들   (길민하,   오세은,   최경환,   최진영,한예원)   
문의사항은    woorikoreanschool19@gmail.com    이멜로   보내주세요.     

mailto:woorikoreanschool1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