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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Book    of   the   Week :고양이   또   고양이   
  (저자:   미스캣,   역자:   허우영,   출판사:   학고재)   

부제:   '사계절   게으르게   행복하게'   

대만의   인기   일러스트레이터   미스캣( 小 姐,   Ms.   Cat)의   
책입니다.   어릴   적부터   고양이,   강아지와   친구가   되어   

장난치고   노는것을   좋아했다고   말하는   미스캣은   필명에서   
알   수   있듯이   타고난   애묘인이에요.   그는   지구상   모든   
사람을   애묘인으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고양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봄에는   벚꽃   구경하고   그네를   타고,   여름에는   마루에서   
메밀국수를   먹고,   가을에는   낙엽   속에서   술래잡기하고,   
겨울에는   이불   둘둘   말고   화롯가에서   생선을   구워   먹고...   
사계절   내내   행복한   고양이들의   모습은   어디를   펼쳐도   
웃음이   나요!     

행복을   안겨주는   힐링   고양이   일러스트   즐겨보세요.     
  

이주의   성경    한줄    Verse   of   the   Week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요한복음   10장   14절   
"I   am   the   good   shepherd,   and   know   my   sheep,   and   am   known   of   mine."   -    John   1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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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일입니다.    모두   수업   잘   하세요.     

  
이주의    속담   (Proverb    of   the   week) :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뜻:   이왕   같은   값이면   자기에게   소득이   많은   것으로   택한다는   말.   
비슷한   영어   표현:   Other   things   being   equal,   choose   the   better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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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노래   Song   of   the   Week   

어린이날   노래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린이날   노래   -   SV01   시유   

 

Children’s   Day   Song   
  

Fly   birds,   fly   to   the   blue   sky   
Run   stream,   to   the   green   plains   
May   is   full   of   green   and   we   are   

growing   
Today   is   children’s   day,   we   have   

our   own   day   
  

 

이주의   말해   보세요.   (practice   the   dialog):     

민준:    예준아    어린이날 이   언제야?   

예준:    어린이날은    5월   5일 이야.   

민준:    어린이   날에   뭐받고싶어?   나는   로봇   받고   
싶어.   

예준:    나는   레고   받고싶어.     

https://www.youtube.com/watch?v=08Efhq9n2rM


이주의   작품들   Artwork   of   the   week    :   한글학교    5   학년    조리법쓰기,한글학교   4학년   일기,   한글학교   
3학년   임금님귀는   당나귀귀   임금님   모자   만들기   입니다.   조리법   보고,   아이들과   같이   맛있는   
요리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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