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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2

King of the Zoo

Story Summary
카멜레온 Carlos는 동물원의 왕이 되고 싶어해요. 동물원의 동물들을 찾아 다니며 자신이 동물원의 왕이라고 하지만 동물들은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네요. 한 

아이가 Carlos를 최고의 동물이라고 인정해 주자 Carlos는 진정한 동물원의 왕이 된답니다. 

Carlos the Chameleon wants to be king of the zoo, but the signs seem to say its everyone but him! Then, along comes 
a little girl who says just the right thing, and makes it all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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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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 보세요. The title is King of the Zoo.  (2) 등장인물은 누가 있나요? 어떤 동물인가요? Carlos and other 
zoo animals are in this story. Carlos is a chameleon..  (3) 그는 손에 무엇을 들고 있나요? He is holding a crown in his 
hand.  (4) 이야기가 어디에서 벌어지나요? It takes place at the zoo.

Read the title 
of the story 
aloud. 

Where does 
the story take place? 
 

1

4

Who is in the story? 
What animal is it?

What is he holding 
in his hand?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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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yellow

green

blue

purple

rusty

Across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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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 in the missing letters of the crossword puzzle using the words in the 
word box, and the clues below.

With Parents 이야기 속 Carlos의 색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세요. 각의 그림을 보고 색깔을 말해 보고 아래의 단어 
중 색을 찾아 없는 글자를 쓰도록 합니다.  이때 해당 문장을 말해 주세요.
(1) Carlos basked in a purple glow. Carlos는 보라색 빛을 쬐고 있었어요. (2) Or had he gotten a little 
rusty? 또는 그가 조금 녹이 슨 걸까요? (3) Carlos went yellow with fear. Carlos는 두려움에 노랗게 되었어요.  (4) 
But purple gave way to blue. 그러나 보라색은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5) Carlos paced, green with envy. 
Carlos는 몹시 샘을 내며 (green with envy) 서성거렸어요. (6) Carlos saw red. Carlos는 빨간색을 보았어요.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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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Predictions
How will Carlos’s colors change when he is with another animal? 
Choose one animal and color Carlos.

With Parents Carlos가 동물원의 동물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색이 바뀌었지요. 아래의 동물들이 Carlos와 있다면 Carlos
의 몸 색은 어떻게 바뀔지 이야기 나눠 보세요. 한 동물을 선택한 후 몸이 바뀐 Carlos를 색칠해 보도록 도와주세요. 
(예시 활동) Carlos can change his colors when he meets other animals. How will he change if he is with 
a tiger? Carlos는 다른 동물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색을 바꿀 수 있어요. 만약 호랑이를 만난다면 그의 색은 어떻게 변할까요?

kangaroo elephant tiger gira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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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러고 나서 일은 악화되었다.  10. Carlos는 몹시 샘을 내며 서성거렸다.  13. Carlos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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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 n. 동물원 

2 got worse pv. 악화되었다 (get의 과거형)

3 scratch v. 긁다

4 disbelief n. 믿기지 않음, 불신감

5 stomp v. 발을 구르다

6 frustration n. 불만, 좌절감

7 growl v. 으르렁거리다

8 stubbornly adv. 완고하게, 완강하게

9 sank v. 가라앉았다, 내려갔다

10 green with envy idiom 몹시 샘을 내며

11 bask v. 햇볕을 쪼이다

12 rusty adj. 녹이 슨, 예전 같지 않은

13 blush v. 얼굴을 붉히다

14 solitary adj. 혼자서 잘 지내는

15 kingdom n. 왕국

Then things 
got worse. 

Carlos  
blushed.

Carlos 
paced, 
green 

with en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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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About the Book Colors

Make Predictions Words & Expressions

Read the title 
of the story 
aloud. 

Where does 
the story take place? 
 

1

4

Who is in the story? 
What animal is it?

What is he holding 
in his hand?

2

3

It takes place at the zoo.
    

Carlos and other 
zoo animals are in 
this story. Carlos is 
a chameleon. 
    

He is holding a 
crown in his hand. 

kangaroo elephant tiger giraffe

Answers may vary.

Across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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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tle is King 
of the Zoo.

b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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