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u
 an

d I

You and I
Written by Linda Heller

Illustrated by Kim Hyoeun1

● 입에 넣고 빨거나 삼키지 않게 주의하세요.

    주의 사항



You  and I

To my dear __________________

Written by Linda Heller
Illustrated by Kim Hyoeun



Who likes hide-and-seek?



   

I do.  



Who likes piggyback rides?



I do.



Who likes to f inger paint?



I do.



Who likes to hug?



I do.



Who likes to kiss?



I do.



Who likes you?

You do.



Yes, I love you!





1. I like hide-and-seek. 

3. I like to finger paint. 5. I like to kiss. 

2. I like piggyback rides. 

4. I like to hug.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펴며 얼굴을 내밀어요.

양손을 들고 손도장 찍듯이 찍어요. 양팔을 모아 끌어안는 동작을 해요.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펴서 입술에 대고 

입맞추었다 앞으로 펴요.

■  DVD를 보며 아이와 함께 따라 해 보세요. 

업는 동작을 하고 몸을 좌우로 한번씩 움직이며

손을 위로 올렸다 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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