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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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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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 the words.2

● pet shop

● music store

● toy store

● food court

● shoe store

● bookstore

● flower shop

● hair salon

● movie theater

● bakery

● candy store

● arcade

 Find and circle the words. 1

The students are walking down 
the sidewalk.

: 차도

: 인도

: 횡단보도

: 우체통

: 표지판

: 맨홀

: 쓰레기통

: 조각상

: 벤치

: 가로등

: 주차장

: 버스 정류장

Cross the crosswalk at the green 
light.

Where is the mailbox?

I can’t find the exit sign.

Manholes are often dangerous.

The trash can is full of trash.

Is there a statue in the park?

She is sitting on the bench.

Mom parked the car near the 
street light.

Where is the parking lot?

I will wait for you at the bus stop.

The street is empty now.

3

83

   What do you see? 
 I see a mailbox.

   Where are you?
 I’m at the pet shop.

   Where are you going?
 We are going to the bank.

   What does she do?
 She is a movie star.

   What do you do?
 I act in movies.

   What’s the matter?
 I have a sore throat.

   What do we need?
 We need meat.

   How’s the weather?
 It’s windy.

   How do you go there?
 I go there by boat.

   What do we do now?
 We need to take a seat.

   What are you looking at?
 I’m looking at the surfer.

   What shall we do?
 Let’s find a jelly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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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ent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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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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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are building a town in the game. 

What do you want to have in your city?

I want to have ______________ 

and ______________ in my city.

I also want to have ______________  

and 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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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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IGHBORHOODNEIGHBORHOODNEIGHBORHOOD

street

sidewalk

crosswalk

street light bench trash can

mailbox

statue

manhole

1

bus stop

I see a mailbox.

What do you see?

TR 2-3

sign

Where is the parking lot?

WEATHERWEATHER All MeAbout MeAll About

 NAme :
------------------------------

 Age :
-------------------------------

 Date of BIrth :
------------------------

 FavorIte season :
----------------------

 FavorIte month :
----------------------

 FavorIte day :
------------------------

Draw yourself 
here.

9 7 9 1 1 5 5 0 9 1 7 8 4

78740

   ISBN 979-11-5509-178-4

 NAme :
------------------------------

 Age :
-------------------------------

 Date of BIrth :
------------------------

 FavorIte season :
----------------------

 FavorIte month :
----------------------

 FavorIte day :
------------------------

Draw your partner 
here.

9 7 9 1 1 5 5 0 9 1 7 8 4

78740

   ISBN 979-11-5509-178-4

Show your ID card to your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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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