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lk about the cover page.
About the book

COLLECTION 2

Gifts

Story Summary
할머니는 세계 여러 나라로 여행을 떠나지요. 그러고는 돌아올 때 마다 모두를 위한 아주 멋진 선물을 가지고 온답니다. 이제 할머니처럼 여행을 떠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주셨던 것처럼 할머니께도  멋진 선물을 드릴 거예요. 
Grandma is going on a trip around the world! What shall I have her bring–from Mexico, India and all the way from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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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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fts.  (2) 누구인가요? They are Grandma and her granddaughter.  (3) 무엇을 하고 있나요? They 
are hugging.  (4) 할머니의 직업을 예측해 볼 수 있나요? Yes. She is wearing a hat and she has a backpack with flags on 
it. So I think she is a traveler. 만국기가 달린 배낭을 매고 있는 등의 차림새로 볼 때 여행가 같아요. 

What is the 
title of the 
book?   

Can you guess 
the grandma’s job?

1

4

Who are they?

What are 
they doing?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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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America

South America

Africa

Europe

Australia

Asia

22

glueglueMexico

2 31

glueglueglue

5 64

ChinaAfrica Switzerland

IndiaAustralia

Look at the picture and name the country. Then cut and paste the 
matching word.

With Parents 이야기에 나온 나라를 세계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각 나라의 이름을 말하고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서 오려 
붙입니다.  이때 해당 문장을 말해 주세요.
(1) My grandma went to Mexico.  (2) My grandma went to Switzerland.  (3) My grandma went to 
China.  (4) My grandma went to  Africa.  (5) My grandma went to India.  (6) My grandma went to 
Australia.

Countries

* 오리기 전에 뒷면을 확인해 주세요. 

2 Copyright © Scholastic Asia Sdn. Bhd. 2020



Make Connections
If Grandma goes to Korea, where should she go and what should she 
bring? Draw the gift you would ask for. 

With Parents 이야기 속 할머니가 우리나라에 온다면 어디를 가고 어떤 선물을 가져올까요? 아이와 이야기 나눠 
보세요. 할머니에게 부탁할 선물을 그리고 적도록 도와 주세요. 
(예시 답변) Grandma will go to Busan and she will bring a  seashell. 할머니는 부산에 가서 조개를 가져올 
거예요. Grandma will go to a Korean restaurant and she will bring some kimchi.  할머니는 한국 
음식점에 가서 김치를 가져올 거예요. Grandma will go to Gyeongbokgung Palace and she will bring 
some postcards with a picture of the palace. 경복궁에 가서 궁 그림이 그려진 엽서를 가져올 거예요.

My grandma went to Korea, and said: 
“What would you have me bring?”

“Ju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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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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단지 내가 던질 수 있는 부메랑이요.  11. 단지 카레와 밥처럼 무언가 좋은 것이요. 것이요.  15.단지 그늘진 길로부터 오는 비의 
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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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ng v. 가져오다 

2 hundred n. 백, 100

3 seed n. 씨, 씨앗

4 boomerang n. 부메랑

5 fling v. 던지다 

6 sunrise n. 해돋이

7 mist n. 엷은 안개, 스프레이

8 secret adj. 비밀의

9 the Arctic n. 북극  

10 iceberg n. 빙산

11 curry n. 카레

12 twang n. 팅 하고 울리는 소리

13 the Great Wall n. 만리장성

14 memory n. 기억

15 shady adj. 그늘이 드리워진

Just a 
boomerang 
I can fling.

Just the smell
of rain from 

a shady lane.

Just 
something 
nice like 

curry and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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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About the Book Countries

Make Connections Words & Expressions

What is the 
title of the 
book?   

Can you guess 
the grandma’s job?

1

4

Who are they?

What are 
they doing?

2

3

Yes. She is wearing 
a hat and she has a 
backpack with flags 
on it. So I think she is 
a traveler.
    

They are 
Grandma and her
granddaughter.

They are 
hugging.
 

The title is Gifts.
North 
America

South America

Africa

Europe

Australia

Asia

22

ChinaSwitzerlandMexico

2 31

AustraliaIndiaAfrica

5 64

“What would you have me bring?”

“Just                                                               “

My grandma went to Korea, and said: 

예시�답변을�참고해서�할머니에게 
부탁할�선물을�그리고�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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