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lk about the cover page.
About the book

COLLECTION 2

The Wonderful Book 

Story Summary
깊은 숲 속에 책 한 권이 떨어져 있습니다. 동물들이 이 책을 신기해하며 다가가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할 지 몰라 저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책을 가지고 놀게 

되지요. 우연히 책을 발견하게 된 소년이 동물들에게 재미있게 책을 읽어 주네요. 

What would animals do if they found a book in the woods? Read along to find out just what a rabbit, a bear, a 
family of mice and many more did with a little red book.

Topic
책과 함께하는 상상 
Imagination

Word Count
317  단어

Author & 
Illustrator
Leonid Gore

Category
Action &
Ad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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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onderful Book.  (2) 이야기에 누가 나오나요? There is a bear in the story.  (3)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He is walking in the forest with a book on his head. 그는 머리 위에 책을 올리고 숲을 걷고 있어요.  (4) 곰은 
왜 책을 머리 위에 올렸다고 생각하나요? Because he thinks the book is a hat. 왜냐하면 그는 책이 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Can you 
read the title
of the book? 

Why do you think 
the bear put the 
book on his head? 
 

1

4

Who is in the story?

What is he doing?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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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5 6

a cozy house

a glue book

3 4

a glue beda glue table

a glue lunch

perfect
pretty

comfortable
delicious

wonderful

a glue hat

What do the animals think of the book? Choose and glue the answer 
below the picture.

With Parents 이야기에 나온 동물들이 책을 
처음 보고 어디에 쓰는 물건이라고 생각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각각의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뜻을 
생각하며 아래 문장을 크게 따라해 보세요.
(1) It will make a cozy little house for me! 
(2) It will make a pretty hat for me! 
(3) It will make a perfect table for us! 
(4) It will make a comfortable bed for me. 
(5) It will make a delicious lunch for me! 
(6) What a wonderful book!

AdjectiveS

* 오리기 전에 뒷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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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predictions
Think about what will happen next. Check the correct box. 

With Parents 이야기 속 동물들이 책을 처음 발견했어요. 동물들은 이 책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맞는 문장을 찾아보고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1) 곰은 모자(hat)를 만들 거야.  곰은 식탁을 만들 거야.  (2) 여우는 가방을  만들 거야. 여우는 침대(bed)를 만들 거야.  
(3) 소년은 책(book)을 읽을 거야. 소년은 집을 만들 거야.

1

The bear will make a hat.

The bear will make a table.

2

The fox will make a bag.

The fox will make a bed.

3

The boy will read the book.

The boy will make a house.

3 Copyright © Scholastic Asia Sdn. Bh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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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멋진 책이야!  9. 그는 잠이 들었어요.  14. 모두 이야기를 들으러 주위로 모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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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ful adj. 아주 멋진 

2 cozy adj. 안락한 

3 stay v. 머물다 

4 strut v. 뽐내며 걷다 

5 lost v. 잃어버렸다 (lose의 과거형) 

6 scamper v. 날쌔게 움직이다 

7 tired adj. 피곤한 

8 comfortable adj. 편안한 

9 fell asleep pv. 잠이 들었다 
(fall asleep의 과거형)

10 slither v. 스르르 기어가다 

11 delicious adj. 맛있는 

12 curious adj. 호기심이 많은 

13 wonder v. 궁금하다 

14 gather v. 모이다 

15 agree v. 동의하다 

He fell 
asleep.

What a 
wonderful 

book!

Everyone 
gathered 
around to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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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About the Book Adjectives

Make Predictions Words & Expressions

Can you 
read the title
of the book? 

Why do you think 
the bear put the 
book on his head? 
 

1

4

Who is in the story?

What is he doing?

2

3

Because he thinks 
the book is a hat.
 

 There is a bear
in the story.

He is walking in the 
forest with a book 
on his head.

Yes, I can. The 
title is The 
Wonderful Book.

1 2

5 6

a cozy house

a glue book

3 4

a glue beda glue table

a glue lunch

perfect comfortable

delicious wonderful

a glue hatpretty

1

The bear will make a hat.

The bear will make a table.

2

The fox will make a bag.

The fox will make a bed.

3

The boy will read the book.

The boy will make a house.

5 Copyright © Scholastic Asia Sdn. Bhd.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