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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책   소개   Book    of   the   Week :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    When   You   Trap   
a   Tiger   -   Tae   Keller   (태   켈리   지음)   (   The   2021   Newbery   Medal   Winner).     
When   You   Trap   a   Tiger    by    Tae   Keller    is   an   uplifting   story   that   brings   

Korean   folklore    to   life   as   a   girl   goes   on   a   quest   to    unlock   the   power   
of   stories   and   save   her   grandmother .   When   Lily   and   her   family   move   

in   with   her   sick   grandmother,   a   magical   tiger   straight   out   of   her   
halmoni's   Korean   folktales    arrives,   revealing   a   secret   family   history.   A   

long   time   ago,   Halmoni   stole   something   from   the   tigers-   and   they   want   it   

back.   When   one   of   the   tigers   approaches   Lily   with   a   deal--return   what   

her   grandmother   stole   in   exchange   for   Halmoni's   health--Lily   is   tempted   

to   agree.   Through   her   adventures,    Lily   must   find   her   voice...and   the   
courage   to   face   a   tiger .   (1장   듣기:     https://youtu.be/poA9XRzsxIc    )   

이주의   성경    한줄    Verse   of   the   Week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 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 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 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   요한   
15-11,12   
I   have   told   you   this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your   joy   might   be   complete.   This   is   my   
commandment :    love   one   another     as   I   love   you    -   John   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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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강파티가   합반   혹은   각반에서   진행됩니다.     
2020-2021   한해동안   함께   가르치고   배운   우리   한글학교   학생들,   부모님들,   
선생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학기   잘   보내시고,   즐거운   여름방학   보내세요.     

  
이주의    명언   (Proverb    of   the   week) :     
“ 나는   교사가   아니라,   일깨워주는   자이다. ”   -   로버트   프로스트   
영어   표현:   “I’m   not   a   teacher,   but   an   awakener”   -   Robert   Fr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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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노래   Song   of   the   Week   

스승의   은혜   
(Teacher’s   Grace)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스승의   은혜   

  

 

어린이   노래   
(Children’s   song)   

  
하늘   향해   두팔   벌린   나무들   같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들   같이   

하늘   보고   두팔   벌린   나무들   같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들   같이   

너도   나도   씩씩하게   어서   자라서   

새나라의   기둥되자   우리   어린이   
어린이   노래   

  

 

이주의   말해   보세요.   (practice   the   dialog):     

하람:    현우야,   한글학교   이번주가   마지막인데    여름방학 에   뭐   할거야?   

현우:    음,   나는   한국에   갈   거야.   

하람:    정말?   좋겠다.    한국에   가서    뭐할꺼야?   

현우:   한국가서    가족들   볼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도   뵙고 .   너는   뭐해?   

하람:    나는    미국에서    친구들하고   놀   거야.   

https://www.youtube.com/watch?v=c21EWDg6ijI
https://www.youtube.com/watch?v=z0YT6Sx_I9g


  

  

  

이주의   작품들   Artwork   of   the   week    :   한글학교4학년    학생들   일기    입니다.   봄에   대한   느낌과   엄마에   
대한   사랑과   애국가,   태극기,   무궁화를   보며   함께   가족과   한국에   대해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강성경   4학년                                          김남인   4   학년                                      문예은   4   학년   

 
민지아-   4학년   

뉴스레터   만든이:   박경선   선생님과   학생봉사자들   (길민하,   오세은,   최경환,   최진영,한예원)     
한글학교   소식지는   2021-2022   가을에   다시   시작합니다.   한글학교   학생들   방학에   쓴   글과   그림을   밑에   
이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woorikoreanschool19@gmail.com    이멜로   보내주세요.     

mailto:woorikoreanschool1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