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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넣고 빨거나 삼키지 않게 주의하세요.
● 플랩(flap) 조작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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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angry?



Not me.

I am angry.

Not me.



Who is sad?



I am sad.

Not me.

Not me.I am sad.

Not me.

Not me.



Who is grumpy?



Not me.

Not me. I am grumpy.



Who is surprised?



Not me.

I am surprised. Not me.



Who is sleepy?   



Not me. Not me.

I am sleepy.



Who is happy?



We ALL are!





한 쪽씩 차례로 검지를 세워 머리 위에

대고 올렸다 내렸다 해요.

박수 친 후, 양손을 눈높이로 올리며 놀란 듯 눈을 크게 떠요.

양손 엄지와 검지를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눈 앞에 대고 눈물 흘리듯 흔들며 내려요.

양손을 모아 왼쪽 볼에 대고 졸린 듯 

눈을 감아요.

한 쪽씩 차례로 화난 듯 주먹을 볼에 가져다 대요.

양손을 가슴 앞에서 모아 위아래로 

흔들며 몸을 좌우로 움직여요.

3. I am grumpy. 

6. I am happy.

1. I am angry. 

4. I am surprised.

2. I am sad.

5. I am sleepy. 

초판 1쇄 펴낸날 I 2011년 11월 1일   초판 2쇄 펴낸날 I 2012년 9월 10일

글쓴이 I Karen Bright   그린이 I 이은주   펴낸이 I 오인숙   펴낸곳 I (주)튼튼영어   등록일 I 1990년 6월 9일   등록번호 I 제16–337호   고객상담실 I 1577–0582   

주소 I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64 튼튼영어빌딩 www.tuntun.com   기획편집 I 노재신, 허정임, 변경원, 박주연, 박주희, 유정화, 황유진   디자인 I 강민주, 박성아, 공미향, 이민선

제작 I 박석근, Book&Solution   ⓒ(주)튼튼영어 2011  

ⓒ2011 TunTun English All rights reserved.               2011  Written by Karen Bright  Illustrated by Lee Eunju
Published by TunTun English Inc. TunTun English Bldg. 164 nonhyeon-ro Gangnam-gu Seoul Korea  www.tuntun.com  Tel. 82-1577-0582  Printed in China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electronic or mechanical means, including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s,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publisher.

    책 모서리가 날카로워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책장을 넘길 때 종이에 베이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DVD를 보며 아이와 함께 따라 해 보세요. 



Written by Karen Bright  Illustrated by Lee Eunju

14

● 입에 넣고 빨거나 삼키지 않게 주의하세요.
● 플랩(flap) 조작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