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lk about the cover page.
About the book

COLLECTION 3

The First Journey

Story Summary
메콩 삼각주의 '플로팅 시즌'에는 홍수를 견뎌내야만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An이 처음으로 혼자 떠날 때 폭우와 어두운 멜라루카 늪의 신비에 직면합니다. 

물속에는 이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혼자만의 첫 여정 끝에 학교로 향하는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During the Mekong Delta's 'floating season', An must brave the floods to attend school. An braves the journey alone, 
and a difficult path lies ahead but An soldiers on, knowing his friends are waiting for him at the end of the road.

Author & Illustrator
Phung Nguyen Quang
Huynh Kim Lien

Topic
첫 등굣길의 모험  
The first day 
to school

Word Count
217  단어

Category
Nature &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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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itle is The First Journey.  (2) 등장인물은 누가 있나요? There is a Vietnamese boy in this story.  
(3) 그는 보트의 노를 젓고 있나요? Yes. He is rowing the boat.  (4) 이야기는 어디에서 벌어지나요? It takes place in the river.

Can you 
read the title? 

Where does the 
story take place? 
 

1

4

Who is in the story?

Is he rowing 
the boat?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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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 and paste the matching word. Then say the word and write it down.

With Parents 이야기 속 자연에 관한 단어를 배워 봅니다. 그림을 보며 단어를 말해 보도록 하세요.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오려 붙인 후 단어를 써 봅니다.  아이가 단어를 쓸 때 해당 문장을 말해 주세요.
(1) I must meet the Great river, beyond the mangroves.  (2) Suddenly, the first waves of the day 
come to meet me.  (3) And when the rain stops, I row through the Melaleuca forest, but I find it is a 
maze.  (4) The sky is too vast, but I am not alone.  (5) They toss my small boat high up and away to 
the paddy fields, where the rain pours down.  (6) Soon I see the herd.

Nature

* 오리기 전에 뒷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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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of Events & Retelling
Fill in the box based on the order of the story. Then retell the story using 
the words on the right.

With Parents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며 이야기의 순서대로 번호를 적도록 합니다. 제시된 단어를 사용하여 스스로 
이야기를 요약하여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1) I am ready for my first journey, by myself. 나는 혼자서 첫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2) Suddenly, 
the first waves of the day come to meet me. 갑자기 오늘의 첫 파도가 밀려옵니다.  (3) The way is lost in the 
rain, so I wait, in the rain. 빗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빗속에서 기다립니다.  (4) I row through the Melaleuca 
forest, but I find it is a maze. I must row faster. 멜라루카 숲을 노 저어 가지만 그 숲은 미로 같습니다. 나는 더 빨리 
노를 저어야 합니다.  (5) Soon I see the herd. It means I am nearly there. 곧 동물 떼를 만납니다. 이는 거의 다 
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6) And so it begins, the first day of school. 학교의 첫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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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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종이에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단어나 문장을 쓰고 그려 볼 수 있게 지도해 주세요.
7. 나는 혼자 첫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10. 갑자기 오늘의 첫 파도가 나를 만나러 옵니다.  14. 해는 아직 뜨지 않았고 어
둠이 나를 둘러 쌉니다.

Read the words. Say the expressions.

Words & Expressions

1 season n. 계절

2 submerge v. 잠수하다

3 go fishing pv. 낚시를 가다

4 village n. 마을, 부락

5 harvest v. 수확하다

6 paddy n. 논

7 by myself idiom 혼자

8 row v. 노를 젓다

9 lightly ad. 가볍게, 부드럽게

10 suddenly ad. 갑자기

11 toss v. 던지다

12 pour v. 붓다, 마구 쏟아지다

13 maze n. 미로

14 darkness n. 어둠, 암흑

15 surround v. 둘러싸다, 에워싸다

16 lurk v. 숨어 있다, 도사리다

17 lost adj. 길을 잃은 (lost의 과거분사형)

18 vast adj. 어마어마한

19 herd n. 떼

20 nearly ad.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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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n has 
yet to rise,
darkness 

surrounds me.

Suddenly, the 
first waves of 
the day come 
to meet me.

I am ready for 
my first journey, 

by m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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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About the Book Nature

Sequence of Events & Retelling Words & Expressions

Can you 
read the title? 

Where does the 
story take place? 
 

1

4

Who is in the story?

Is he rowing 
the boat?

2

3

There is a Vietnamese 
boy in this story.

It takes place in 
the river.

Yes. He is rowing
the boat.

The title is 
The First Jou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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