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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Book    of   the   Week :   우리   엄마   (My   Mommy)   

이주의   책은   사랑받는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 우리   엄마 >   

입니다.   책에서   묘사되는   아이의   엄마는   너무나도   멋진   

엄마입니다.   굉장한    요리사 이고,   놀라운    재주꾼 이고,   그림도   잘   

그리지요.   또    천사 처럼   노래도   잘   하고    사자 처럼   으르렁   소리칠   

수도   있으며    나비 처럼   아름답고,    안락의자 처럼   편안하고,   아기   

고양이 처럼   부드럽고,    코뿔소 처럼   튼튼한   책   속의   엄마는   

너무나도   멋져서   무용가가나   우주비행사나   영화배우나   사장이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   엄마’가   되었기에   아이는   엄마의   

존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엄마를   참   많이   사랑한답니다.   

다가오는    어머니날 은   모든   어머니들이   항상   아이들을   위해   힘써   

주시고,   나의   엄마가   되기위해   포기하고   감내해야   했던   것들을   

떠올리며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수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엄마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아이의   목소리로   전하고   있는   <우리   엄마>는   아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엄마들에게는   

더없이   만족스런   위로와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주의   성경    한줄    Verse   of   the   Week     
  나는    포도나무 요   너희는    가지 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   요한   15-5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Whoever   remains   in   me   and   I   in   him   will   bear   much   fruit,   
because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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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는    각   학년   마지막   수업입니다.     
다음주에는   종강파티가   합반   혹은   각반에서   진행됩니다.     
2020-2021   한해동안   함께   가르치고   배운   우리   한글학교   학생들,   부모님들,   선생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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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속담   (Proverb    of   the   week) :    “ 떫은   배도   씹어   볼   만하다 ”   
(It   won’t   hurt   to   try   a   tart   apple)   
  

뜻:   정을   붙이면   나빠   보이던   것도   점차   좋아짐을   뜻하는   말.   
비슷한   영어   표현:   Once   you   get   used   to   it,   you   will   start   to   like   it.   

이주의   노래   Song   of   the   Week   

어머님   은혜   
(Mother’s   Grace)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   보다도   높은   것   같애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   보다도   넓은   것   같애   

어머님   은혜   

  

아빠   힘내세요   
(Stay   Strong,   Dad)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빠   힘내세요   

  

이주의   말해   보세요.   (practice   the   dialog):    하람:    현우야,   한글학교    마지막   수업 이   언제야?   

현우:    음,   마지막   수업은   오늘,   5월   2일이야.   

하람:    정말?   벌써   마지막이네.   다음주에는   뭐해?   

현우:    다음주에는    종강파티 해.   다른반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한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람:    그래?   재밌겠다.   그럼,    다음주에    줌에서    보자 .      

https://www.youtube.com/watch?v=hWWckKcQApE
https://www.youtube.com/watch?v=50t7FpasFug


  

  

  

이주의   작품들   Artwork   of   the   week    :   한글학교    3학년    개와   고양이를   읽고   구슬에게   소원   빌기   입니다.   
그리고   4학년   학생들의   ‘봄’   에   관한   일기와   무궁화   그림   입니다.     

  
4학년   이은지                                4학년   강성경                                                3학년   양효진   

 
4학년오신우                                                                                 3학년   허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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