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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book

COLLECTION 2

Story Summary
누구나 화가 나는 순간이 있지요.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나요? 이 책에 나오는 Sophie는 언니와 장난감을 가지고 다툰 후 마치 화산이 폭발할 

것과 같은 분노를 느껴요. 하지만 스스로 화난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오지요. 소피와 함께 감정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Everyone gets angry sometimes. In this book, we meet Sophie, who gets very angry indeed when her sister snatches her 
toy away. How will she handl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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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Sophie Gets Angry
-Really, Really A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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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을 읽을 수 있나요? Yes, I can. The title is When Sophie Gets Angry-Really, Really Angry...  (2) 이야기에 누가 
나오나요? 그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There is a girl. Her name is Sophie.  (3) 그녀의 기분은 어떤가요? She looks very angry.  (4) 
여러분은 화가 많이 날 때, 무엇을 하나요? I run very fast, and I scream. 나는 빨리 달리면서 소리를 질러요.

Can you 
read the title? 

What do you 
do when you 
are so angry? 

1

4

Who is in the story?
What’s her name? 

How do you think 
she feels?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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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es Sophie do when she is angry? Trace the words. Then choose 
and glue.

With Parents 이야기에 나온 Sophie가 정말 화가 났을 때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각 단어를 쓴 후 
그림을 오려 붙일 때 단어와 함께 아래 문장들을 말해 주세요.
(1) She screams.  (2) She kicks.  (3) She wants to smash the world to smithereens.  (4) She roars a 
red, red roar.  (5) She is a volcano, ready to explode.  (6) She runs.

Feeling Anger

scream kick

glue

smash

glue

roar

glue

explode

glue

run

glue

1

4

2 3

65

* 오리기 전에 뒷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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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OF EVENTS
Number the pictures in order.

With Parents 이야기의 순서를 생각해보며 아래 문장을 함께 읽어 보세요. 
(그림 순서대로) 
(2) 소피는 화가 나서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1) 소피의 언니가 고릴라를 움켜쥐었어요.  (4) 소피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아요.  
(3) 그녀는 산들바람을 느끼고, 물을 바라봤어요. 

Sophie is angry and 
ready to explode. 

Sophie’s sister 
grabbed Gorilla. 

Sophie isn’t angry 
anymore.

She feels the breeze 
and watches the wa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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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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 차례야!  9. 그녀는 더 이상 달릴 수 없어요.  14. 소피는 이제 기분이 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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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 n. 차례, 순서

2 grab v. 움켜쥐다

3 snatch v. 잡아채다

4 fell over pv. ~위로 넘어졌다 
(fall over의 과거형) 

5 smash v. 박살내다 

6 smithereens n. 산산조각 

7 volcano n. 화산

8 explode v. 폭발하다 

9 anymore ad. 더 이상은 

10 fern n. 양치식물 

11 breeze n. 산들바람

12 blow v. 날리다, 바람이 불다

13 comfort v. 위로하다 

14 better ad. 더 좋은 

15 glad adj. 기쁜 

She can’t 
run anymore. 

Sophie feels 
better now. 

My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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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About the Book Feeling Anger

Sequence of Events Words & Expressions

Can you 
read the title? 

What do you 
do when you 
are so angry? 

1

4

Who is in the story?
What’s her name? 

How do you think 
she feels?

2

3

There is a girl. Her 
name is Sophie.

I run very fast, 
and I scream.
 

She looks very 
angry.

Yes, I can. The title 
is When Sophie 
Gets Angry-Really, 
Really Angry...

Sophie is angry and 
ready to explode. 

Sophie’s sister 
grabbed Gorilla. 

Sophie isn’t angry 
anymore.

She feels the breeze 
and watches the water. 

12

4 3

1 turn n. 차례, 순서

2 grab v. 움켜쥐다

3 snatch v. 잡아채다

4 fell over pv. ~위로 넘어졌다 
(fall over의 과거형) 

5 smash v. 박살내다 

6 smithereens n. 산산조각 

7 volcano n. 화산

8 explode v. 폭발하다 

9 anymore ad. 더 이상은 

10 fern n. 양치식물 

11 breeze n. 산들바람

12 blow v. 날리다, 바람이 불다

13 comfort v. 위로하다 

14 better ad. 더 좋은 

15 glad adj. 기쁜 

She can’t 
run anymore. 

Sophie feels 
better now. 

My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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