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을 시작하는 환영의 선물로 멋진 단어 포스터를 준비했어요!  

이 포스터에는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을 법한 기본 단어들이 나와있어요. 

정규 유닛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반드시 이 단어들을 짚고 넘어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아이들이 자주 볼 수 있도록 잘라내어 책상이나 벽에 붙여

주시면 금상첨화예요! 

포스터 옆 All About Me 페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써보는 공간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다 보면 어색하고 썰렁한 

첫 수업시간도 재미있어 진답니다.

Welcome

MY Mini Note

Word Power!
짜잔! 뜯어낼 수 있는 이 페이지들은 우리와 더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깜짝 선물이에요.
여기에는 각 단어의 예문과 한글 해석이 있어요. 정말 멋지죠?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숙제와 시험지로 활용하 도 좋아요.

이 작고 귀여운 책이 뭐냐고요?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만의 

200단어 책을 만들 수 있는 다용도 노트예요. 이 노트로 책에서 배운 

단어들을 다시 한 번 써보고, 한글 뜻을 익히고, 예문 속에서 단어를 찾

는 활동을 할 수 있어요.

Match an  write.

12 13

11 77

22 88

33 99

44 1010

55 1111

66 1212

bedroom

kitchen

basement

bathroom

dining room

living room

doghouse

attic

garden

balcony

fish tank

garage

 Write the words.2

● table 

● sofa 

● bookshelf

● rug 

● vase 

● telephone 

● television 

● vacuum cleaner

● air conditioner

● refrigerator 

● microwave oven 

● oven

There are two bathrooms.

 Find and circle the words. 1

: 침실

: 화장실

: 거실

: 부엌

: 지하실

: 다락방

: 베란다

: 정원

: 차고

: 식당 방

: 개집

: 어항

I’m in the living room.

Mom is in the kitchen.

We keep things in the basement.

This attic is messy.

There is a balcony in the house.

Our garden is beautiful.

Dad’s car is in the garage.

Come to the dining room.

How big is the doghouse?

Is there any fish in the fish tank?

This is my bedroom.   

3

There is a bedroom.

That’s a microwave oven.

We water the plants.

Look at the horse.

This is my turtle.

I need tape.

This is a locker.

We are in the school yard.

Please raise a hand.

Let’s fry the potatoes.

Let’s play dodge ball.

I kick the ball.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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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Basic Sentences

83

이곳은 신나고 재미있는 쓰기 활동들로 가득 차 있어요! 

스티커 붙이기, 선 긋고 연결하기, 미로 찾기, 암호 풀기까지!! 

노는 것인지 쓰기 활동을 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써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요? 그럼 책 속에 끼워져 있는 

My Mini Note를 이용하세요.

Writing

My Page는 다른 지루하고 뻔한 책에는 없는 우리 책만의 특별하고도 

특별한 공간이에요.  

여기서 아이들은 주어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단어를 고르고,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나눠보고,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원한다면 색칠도 할 수 있어요. 

읽기, 쓰기, 말하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페이지죠.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Small Tip!     이 페이지의 지시문 해독이 어렵다면, 책의 뒤쪽에 있는 magic sticker를 사용해 보세요.

My Page
Q: Dad brings home a little pet dinosaur! 
 Where do you want to keep it?

A: I want to keep it 

 in the                             , 

                              , 

 or                             . 

bedroom bathroom living room

kitchen basement attic

balcony garden garage

dining room doghouse fish tank

My PaGE magic sticker 

14 15

200 Words You Must Know!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다음에는 저희 별 Word World로 여러분을 초청할게요! 

아이들과 함께 놀러오세요!

Picture Dictionary
아이들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목표 단어들을 만나게 돼요!

보기만 해도 재미있는 그림들로 꽉 찬 페이지예요. 단어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은 스스로 책을 펼치고 큰 그림 속에서 단어 그림들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bedroom

kitchen

living room

bathroom doghouse balconybasementdining room

garden

attic

Where is the fish tank?

garage

There is a 
bedroom.

HouseHouseHouse1 TR 2-3

All MeAbout MeAll About

Draw a face here!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Let's make a face. Draw one big circle.

Let's make eyes. Draw two hearts.

Let's make eyebrows. Draw two moons.

Let's make a nose. Draw one triangle.

Let's make a mouth. Draw one zigzag line.

Let's make hair. Draw many wavy lines.

Share the face with your friends.How does the face look?

 Small Tip!     말 풍선 속 문장에서 목표 단어만 바꿔 끼우면 총 12개의 문장을 배우는 셈이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오디오 CD에는 이 문장들이 챈트로 담겨있어요.   

함께 신나게 따라 불러보세요.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Word Girl이고 얘는 제 남동생인 Word Boy예요.

우리는 저 멀리 Word World에서 왔어요. 우리는 지구 어린이들을 위해 

200 Words You Must Know 시리즈를 발명했어요.

각 권에는 10살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하는 200개의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를 모두 끝내면 총 600개의 단어를 마스터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 책을 끝내주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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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MeAbout MeAll About

Draw a face here!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Let's make a face. Draw one big circle.

Let's make eyes. Draw two hearts.

Let's make eyebrows. Draw two moons.

Let's make a nose. Draw one triangle.

Let's make a mouth. Draw one zigzag line.

Let's make hair. Draw many wavy lines.

Share the face with your friends.How does the face look?



bedroom

kitchen

living room

bathroom doghouse balconybasementdining room

garden

attic

Where is the fish tank?

garage

There is a 
bedroom.

HouseHouseHouse1 TR 2-3



Match an  write.

12 13

11 77

22 88

33 99

44 1010

55 1111

66 1212

bedroom

kitchen

basement

bathroom

dining room

living room

doghouse

attic

garden

balcony

fish tank

garage



Q: Dad brings home a little pet dinosaur! 
 Where do you want to keep it?

A: I want to keep it 

 in the                             , 

                              , 

 or                             . 

bedroom bathroom living room

kitchen basement attic

balcony garden garage

dining room doghouse fish tank

My PaGE magic sticker 

14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