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lk about the cover page.
About the book

COLLECTION 3

Zen Shorts

Story Summary
Michael, Addy, Karl은 판다 Stillwater를 만나 친구가 됩니다. Stillwater는 Addy에게는 자신의 삼촌 Ry 이야기를, Michael에게는 농부의 행운 이야기를, 

Karl에게는 스님의 짐 이야 기를 해주었지요.  이야기를 통해 남매들은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된답니다. 

Michael, Addy and Karl meet a panda called Stillwater in their garden one day. As they have tea, and climb trees 
with their new friend, Stillwater shares three ‘Zen shorts'–short meditations that are designed to challenge our belief 
systems, specially chosen for a younger audience.

Topic
젠(선) 이야기
Zen stories 
from Stillwater

Word Count
1218  단어

Author & 
Illustrator
Jon J Muth

Category
Friends, Family
& Grow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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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n Shorts.  (2) 이 판다의 이름을 아나요? Yes. His name is Stillwater.  (3) 그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He 
is holding an umbrella and standing on a rooftop.  (4) 젠은 무엇인가요? It is a Japanese word that simply means 
meditation.

What is
the title
of the book?    

What is “Zen”?
 
 

1

4

Do you know this 
panda’s name?
 

What is 
he doing?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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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le the word that matches the expression, and write it in the blank 
space below. Then try making the same expression.

With Parents 이야기에 나온 형용사 중 인물의 감정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배워 봅니다.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친 후 해당 단어를 써보도록 하세요. 이때 해당 문장을 말해 주세요. 각 형용사를 말하며 표정을 지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That woman back there was very selfish and rude, but you picked her up on your back and 
carried her! 저 뒤의 여자는 아주 이기적이고 무례한데 당신은 저 여자를 등에 업고 들어주었습니다! (2) She stood there, 
looking very cross and impatient. 그녀는 매우 화나고 짜증난 채로 그곳에 서 있었다. (3) The robber was so 
startled he almost fell down. 도둑은 아주 놀라서 넘어질 뻔 했다. (4) I’m sorry I brought all this stuff. 이 모든 
걸 가져와서 미안해. (5) Then Addy introduced Karl because Karl was shy around bears he didn’t know. 
Karl은 모르는 곰 앞에서 부끄러웠기 때문에 Addy가 Karl을 소개했다. (6) I’m mad at Michael. 나는 Michael한테 화 
났어.

Adjectives

untamed

rude

startled

crazy

impatient

shy

3

selfish

sorry

4

5

mad

startled

6

1

shy

cross

2

r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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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ning

Middle 1 Middle 2

End

Middle 3

glue glue

glue glue

glue

Story Plot
What happened at the beginning, middle, and end of the story? 
Cut and paste the matching picture. Then retell the story.

With Parents 이야기의 처음과 중간, 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 보세요. 각 상자에 들어갈 그림을 오려 붙인 
후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다시 말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Beginning: Addy, Michael, and Karl met Stillwater. Addy, Michael과 Karl은 Stillwater를 만났다. 
Middle 1: Addy visited Stillwater and Stillwater told her a story about Uncle Ry and the Moon. 
Addy가 Stillwater를 방문했고 Stillwater는 삼촌 Ry와 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Middle 2: Michael visited Stillwater 
and Stillwater told him a story called The Farmer’s Luck. Michael이 Stillwater를 방문했고 Stillwater는 
농부의 행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Middle 3: Karl visited Stillwater and Stillwater told him a story called A 
Heavy Load. Karl이 Stillwater를 방문했고 Stillwater는 무거운 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End: Addy, Michael, Karl 
and Stillwater became friends. Addy, Michael과 Karl은 Stillwater와 친구가 되었다.

* 오리기 전에 뒷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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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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둑은 나의 삼촌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11. “정말 운이 안 좋군” 그들은 동정하며 말했다.  17. 그녀는 그녀의 수행원들수행원들
을 야단치고 있었다.

Read the words. Say the expressions.

Words & Expressions

1 unannounced adj. 미리 알리지 않은

2 retrieve v. 회수하다 

3 nuisance n. 성가신 사람, 골칫거리

4 robber n. 강도, 도둑

5 rummaging v. 뒤지다 (rummage의 진행형)

6 belonging n. 소유물, 소지품

7 startled adj. 놀란

8 dash v. 서둘러 가다

9 lament v. 한탄하다

10 cast v. (그림자를) 드리우다 

11 sympathetically ad. 동정하여, 교감하여

12 reply v. 대답하다

13 exclaim v. 소리치다, 외치다

14 untamed adj. 길들여지지 않은

15 monk n. 수도승

16 impatient adj. 짜증난

17 scolding v. 야단치다 (scold의 진행형)

18 attendant n. 수행원

19 transport v. 수송하다

20 selfish adj. 이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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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was 
scolding her 
attendants.

“Such bad 
luck,” they said 

sympathetically.

The robber 
thought my 

uncle was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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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About the Book Adjectives

Story Plot Words & Expressions

What is
the title
of the book?    

What is “Zen”?
 
 

1

4

Do you know this 
panda’s name?
 

What is 
he doing?

2

3

Yes. His name 
is Stillwater.

It is a Japanese 
word that simply 
means meditation. 

He is holding 
an umbrella and 
standing on a 
rooftop.

The title is 
Zen Shorts.

untamed

rude

startled

crazy

impatient

shy

3

selfish

sorry

4

5

mad

startled

6

1

shy

cross

2

rude cross

sorry

mad

startled

shy

End

Beginning

Middle 1 Middle 2 Midd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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