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the book
Talk about the cover page.

With Parents 책을 읽기 전이나 후에 표지를 보고 이야기 책의 등장인물이나 주변 인물 장소, 소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아이가 
책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1) 제목은? The title is It’s Christmas, David!  (2)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The main character is David.  (3) 지금은 어떤 
계절인가요? It is winter and Christmas season.  겨울이고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4) 이 소년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He is trying 
to get a candy cane. 그는 지팡이 사탕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COLLECTION 1

It’s Christmas, David! 

Story Summary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장난꾸러기 David도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멋진 선물들을 잔뜩 기대하고 있네요. 과연 David은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기대하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It's nearly Christmastime, and David is doing his best to be a good boy. But what will Santa bring him this year–a shiny 
new fire truck, or a lump of coal?

Author & 
Illustrator
David Shannon 

Topic
크리스마스 에티켓 
Christmas 

Word Count
117  단어

Category
Celebrations

Who is the 
main character 
of this story? 

What is the 
title of this book?

What is the 
boy doing? 

1

4

2

What season is i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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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think about table manners. Match and complete the sentences.

With Parents 이야기 속 장난꾸러기 데이빗에게 올바른 식사 예절을 알려 주는 문장들이에요.  단어들을 연결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고, 완성된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1) Sit up straight! 똑바로 앉아라!  (2) Put your napkin in your lap. 냅킨은 무릎에 놓아라.  
(3) Get your elbows off the table. 팔꿈치를 식탁에 올려 놓지 말아라.  (4) Don’t start yet! 아직 시작하지 말아라! 

Table Manners

1

3

4

2

Sit up

Put your napkin

Get your elbows

Don’t

off the table.

straight!

start yet!

in your 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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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 & Contrast
Think about the story. Trace the name and stick on the 
pictures that match the action.

With Parents 서양 성탄절 풍습에 의하면, 산타 할아버지한테는 두 가지 목록이 있다고 합니다. Naughty list(
장난꾸러기 목록)에 이름이 올려져 있으면 선물을 받지 못하고 석탄(coal)을 받는다고 해요.   David의 행동 중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찾아 알맞은 곳에 붙이면서 아이와 대화를 나눠 보세요. 
Naughty: No peeking! 훔쳐 보지 말아라!  No snitching! 몰래 가져가지 말아라! Be patient. 인내심을 가져라. 
Nice: Sit up straight! 똑바로 앉아라! You may not open one early. 미리 선물을 열어보지 말아라. 

peeking

Child’s Name:  David  

Naughty Nice

Dear Santa, 
Am I on the NAUGHTY LIST?

glue

snitching

glue

not being patient

glue

sitting up 
straight

glue

not opening 
presents early 

glue

* 오리기 전에 뒷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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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Parents 책에 나온 단어와 활용도가 높은 책 속의 문장들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써 볼 수 있도록 같이 외쳐 보세요. 
단어를 읽을 수 있다면 읽어 보고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단어나 문장을 쓰고 그려 볼 수 있게 지도해 주세요. 
2. 훔쳐 보지 말아라!   4. 산타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신다!   7. 버릇없는 아이 명단, 버릇없는 아이 명단... 

Read the words. Say the expressions.

Words & Expressions

Write WORDS or SENTENCES you want to remember from the book. 
Then draw pictures to represent these.

1 always ad. 언제나 

2 peek v. 훔쳐보다 

3 snitch v. 훔치다 

4 watch v. 지켜보다 

5 patient adj. 인내심 있는 

6 hurry up v. 서두르다

7 naughty adj. 버릇없는 

8 bring pv. 가져오다 

9 lump n. 덩어리 

10 coal n. 석탄 조각 

No 
peeking!

Naughty list, 
naughty list...

Santa’s 
watching,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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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Table Manners

Words & Expressions

Who is the 
main character 
of this story? 

What is the 
title of this book?

What is the 
boy doing? 

1

4

2

What season is it?
3

The main character 
is David.

It is winter and 
Christmas season.He is trying to 

get a candy cane.

The title is It’s 
Christmas, David!

1

3

4

2

Sit up

Put your napkin

Get your elbows

Don’t

off the table.

straight!

start yet!

in your lap.

peeking

Child’s Name:  David  

Naughty Nice

Dear Santa, 
Am I on the NAUGHTY LIST?

snitching

not being patient

sitting up 
straight

not opening 
presents early 

About the Book

Compare & Contr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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