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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1 샐러드는 맛있어요! 

저녁 시간이에요. 

Eddie는 주방으로 가요. 

그는 샐러드 한 그릇을 보아요. 

Eddie는 “나는 샐러드가 싫어요.” 라고 말해요. 

그는 햄버거만 좋아해요. 

Eddie는 매일 햄버거를 먹어요. 

그의 엄마는 그에게 “Eddie, 샐러드를 먹어.” 라고 말해요. 

Eddie는 포크를 집어요. 

그는 샐러드를 조금 먹어요. 

그는 놀래요.  

그는 “이거 맛있는데!” 라고 말해요. 

Eddie는 샐러드를 좀 더 먹고 싶어요. 

 

 

Unit 02 당근과 감자 

감자와 당근은 다르게 보여요. 

당근은 길고 가늘어요. 

감자는 짧고 퉁퉁해요. 

그렇지만 두 채소 모두 다 어떤 면에서 같아요. 

우리는 흙에서 자라고 있는 부분을 먹어요. 

둘 다 스프(국)처럼 음식에 좋아요. 

그것들은 오직 먹기에만 좋지 않아요. 

둘 다 우리 몸에 좋아요. 

그것들의 비타민은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줘요. 

감자와 당근 둘 다 많이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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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3 엄마를 위한 깜짝 선물 

Pete와 Penny는 케이크를 만들어요. 

Pete는 밀가루, 달걀, 그리고 설탕을 그릇에 담아요. 

Penny는 그것들을 모두 섞어요. 

그녀는 마구 어질러 놓아요. 

“음, 좋아” Penny가 말해요. 

그 후에, Pete가 케이크를 예쁘게 만들어요. 

그는 더 심하게 어질러 놓아요. 

“음, 좋아.” Pete가 말해요. 

그들의 엄마가 집에 와요. 

그녀는 어질러져 있는 것과 케이크를 보아요. 

“음, 좋아.” 엄마가 말해요. 

그녀는 화내지 않아요. 

그녀는 케이크를 좋아해요. 

 

 

Unit 04 거대 피자 

남아프리카에 있는 한 가게는 특별한 피자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거대한 피자였어요! 

그들은 4,500 킬로그램의 밀가루를 사용했어요. 

그들은 1,800 킬로그램의 치즈를 사용했어요. 

그들은 900 킬로그램의 토마토 소스를 사용했어요. 

마침내, 그것은 지름이 35미터를 넘었어요! 

그것은 4만 조각도 넘게 나왔어요. 

그것은 매우 특별한, 거대한 피자였어요! 

 

  



4 

Unit 05 더러운 신발은 안돼요! 

Kevin은 야구를 즐겨 해요. 

그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놀아요. 

문이 열려 있어요. 

야구공이 집안으로 굴러 들어가요. 

거실은 매우 깨끗해요. 

Kevin의 신발은 매우 더러워요. 

그가 신발을 벗을까요? 

아니요, Kevin은 매우 영리해요. 

그는 그의 손으로 땅을 짚고 서요. 

그러고 나서 그는 손으로 걸어요. 

그는 거실로 가서 공을 주워요! 

 

 

Unit 06 물구나무 서기  

당신의 머리로 서는 것(물구나무서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것이 그것을 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잔디에 삼각형을 만드세요. 

둘째, 삼각형 제일 위에 당신의 머리를 놓으세요. 

셋째, 바닥 부분에 당신의 손을 놓으세요. 

당신이 손을 볼 수 있는지 확실히 하세요. 

손을 당신의 귀 바로 옆에 두지 마세요. 

이제 당신의 발을 위로 올리세요. 

당신은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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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7 화이팅, 애나! 

Anna는 학교에서 연극을 해요. 

연극에서, 그녀는 예쁜 드레스를 입어요. 

Anna는 아름다운 공주처럼 보여요. 

불이 꺼지고 연극이 시작되어요. 

연극에서, Anna는 공주처럼 연기해요. 

그녀는 매우 잘해요. 

마지막에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그녀는 몇몇 사람들이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아요. 

그 사람들은 그녀의 엄마와 아빠처럼 보여요. 

그들은 모두 “Anna야, 만세!” 라고 소리쳐요. 

 

 

Unit 08 가수가 되고 싶나요? 

당신은 가수가 되고 싶나요? 

가수가 되는 데는 많은 일이 들어요. 

당신은 노래 부르는 법을 공부해야 해요. 

당신은 악보 읽는 법도 공부해야 해요. 

그러고 나서 당신은 매일매일 연습해야 해요. 

연습은 당신이 더 잘 하도록 해줄 거에요. 

밴드에서, 당신은 친구들과 연습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당신과 당신 밴드는 유명해 질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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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9 비 오는 날  

비가 오고 있어요. 

Grace는 그녀의 집 안에 있어요. 

그녀는 지루해요. 

Grace는 “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해요. 

그녀의 엄마는 “너는 TV 볼 수 있어.” 라고 말해요. 

Grace는 “그것은 지루해요.” 라고 말해요. 

그녀의 엄마는 생각하고 나서 물어보아요. “색칠하기는 어때?” 

Grace는 “그것은 지루하지 않아요. 나는 색칠하기 할래요!” 라고 말해요. 

그녀는 붓과 물감 몇 개를 가져와요. 

Grace는 색칠하기를 좋아해요. 

그녀는 지금 지루하지 않아요. 

 

 

Unit 10 우기 

홍콩은 다른 계절을 가지고 있어요. 

습한 계절은 4월에 시작되어요. 

이 계절 동안에는 더워요. 

이 계절 동안에는 비가 많이 와요. 

대부분의 비는 5,6,7월에 내려요. 

보통 이 3달 동안 비가 30밀리미터 넘게 내려요. 

때때로, 홍수가 나요. 

습한 계절은 9월에 끝나요. 

가을에는 시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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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1 네이트의 방학 

Nate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요. 

Nate의 집에서 가까운 수영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오늘 거기에 갈 수 없어요. 

그와 그의 가족은 휴가 중이에요. 

그들은 해변에 있어요. 

그는 수영장에 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Nate는 바다에서 수영해요! 

물은 파랗고 깨끗해요! 

그는 수영하면서 많은 물고기들을 보아요. 

그의 남자형제는 그에게 파도타기도 가르쳐 주어요! 

 

 

Unit 12 태양을 피하는 방법  

우리는 모두 햇볕이 조금 필요해요. 

그것은 우리 몸에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햇볕은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우리는 햇볕에 심하게 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햇볕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자외선차단제를 발라야 해요. 

우리는 모자도 써야 해요. 

햇볕은 우리의 눈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글라스를 껴야 해요. 

해가 떠 있는 동안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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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3 반지 

Amy의 엄마는 예쁜 반지가 있어요. 

그것은 금이에요. 

그것은 비싼 반지에요. 

Amy가 반지를 껴요. 

그녀의 엄마는 “Amy, 반지를 빼.”라고 말해요. 

Amy는 반지를 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녀의 손가락에서 빠지지 않아요! 

Amy는 울기 시작해요. 

그녀의 엄마는 Amy의 손가락을 비누칠 해요. 

반지가 빠져요. 

Amy와 그녀의 엄마 모두 기뻐요. 

 

Unit 14 얼이 아내를 도와줬어요.  

1921년이에요. 

Josephine Dickson은 주방에 있어요. 

그녀는 약간의 채소를 자르는데 칼을 사용해요. 

그녀는 조심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녀의 손가락을 베어요! 

Earle Dickson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것을 생각해요. 

그는 면 조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약간의 테이프 위에 그것을 놓아요.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의 손가락 위에 그 테이프를 놓아요. 

이것이 최초의 붕대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과 같은 유용한 붕대를 어디에서나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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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5 리사는 똑똑해요 

Lisa는 자전거를 타요. 

그녀는 넘어져서 그녀의 안경이 부러졌어요. 

그녀는 안경 없이는 볼 수 없어요. 

그녀는 안경 없이는 자전거를 탈 수 없어요. 

Lisa는 생각이 있어요. 

그녀는 껌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껌 한 조각을 씹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껌으로 그녀의 안경을 서로 붙여요. 

이제 그녀는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요. 

Lisa는 정말 똑똑해요. 

 

 

Unit 16 체스터의 아이디어 

1873년 겨울이었어요. 

Chester Greenwood는 밖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는 모자를 썼어요. 

그렇지만 그의 귀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는 다른 것들도 시도해 보았어요. 

아무것도 그의 귀를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Chester는 철사로 고리를 만들었어요. 

그의 할머니는 털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철사 주변에 털을 좀 놓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고 나서 Chester의 귀는 춥지 않았어요. 

그는 최초의 귀마개를 가지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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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7 샘과 여행 가방 

Amanda는 휴가 가기를 원해요. 

그녀는 여행 가방을 싸요. 

Sam은 그녀와 함께 가기를 원해요. 

Sam은 그녀의 고양이에요. 

그는 그녀의 여행 가방 안으로 들어가요. 

Amanda는 그를 보지 못해요. 

그녀는 공항으로 가요. 

그녀의 여행 가방이 움직여요. 

Amada는 소리를 들어요. 

긁는 소리! 긁는 소리! 

그녀는 그녀의 여행 가방 안을 들여다 보길 원해요. 

Amanda는 그것을 열어요. 

그녀는 Sam을 봐요! 

이제 Sam도 휴가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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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8 터커가 가족을 구했어요! 

Gray 아저씨는 요크셔테리어 혼혈개인 Tucker를 사요. 

그러고 나서 Gray 아저씨가 죽어요. 

8개월이 흘러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밤에,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Tucker가 짖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요. 

집이 연기로 가득 차 있어요. 

집이 불에 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요. 

Gray 아줌마가 도움을 요청해요. 

Tucker가 가족을 구해요! 

가족은 Gray아저씨와 Tucker가 그들을 구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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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9 폴리와 마티 

쥐 마티는 배가 고파요. 

앵무새 폴리는 먹이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아요. 

앵무새는 쥐와 공유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겨울이 와요. 

폴리는 먹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는 배가 고파요. 

마티는 빵이 있어요. 

그는 폴리와 나누어요. 

Polly는 “마티는 친절해. 그는 친구와 같아.” 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친구들은 친구들과 나누어.” 라고 생각해요. 

전에, 폴리는 나누어주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는 항상 마티와 나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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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0 춤추는 스노우볼  

스노우볼은 특별한 앵무새에요. 

그는 춤을 출 수 있어요! 

그의 주인은 어떤 음악을 켜요. 

스노우볼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그는 춤을 춰요. 

그는 그의 몸을 움직이고 그의 발을 흔들어요. 

그가 빠른 음악을 들을 때, 그는 빨리 움직여요. 

그가 느린 음악을 들을 때, 그는 느리게 움직여요. 

스노우볼은 춤추는 것을 좋아해요! 

당신은 스노우볼이 춤추는 것을 보고 싶나요? 

당신은 유투브에서 그의 비디오를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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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1 샐러드는 맛있어요! 

1. a. 이것은 햄버거에요.. 

b. 이것은 샐러드 한 그릇이에요. 

2. a. 그녀는 그녀가 어떤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b. 그녀는 그녀가 어떤 것 때문에 놀란 것처럼 보여요. 

3. a. 그녀는 사람들에게 멈추라고 말해요. 

b. 그녀는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말해요. 

 

 

Unit 02 당근과 감자 

1. a. 연필은 길과 가늘어요. 

b. 연필은 짧고 굵어요. 

2. a. 우리가 먹는 부분은 나무에서 자라요. 

b. 우리가 먹는 부분은 흙에서 자라요. 

3. a. 그 채소들은 더러워요. 

b. 그 스프는 뜨거워요. 

 

 

Unit 03 엄마를 위한 깜짝 선물 

1. a. 당신은 밀가루로 이것을 만들 수 있어요. 

b. 당신은 설탕으로 이것을 만들 수 있어요. 

2. a. 어떤 사람은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b. 어떤 사람은 어지럽혔어요. 

3. a. 포크는 물건들을 섞을 수 있어요. 

b. 그릇은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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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4 거대 피자 

1. a. 그들은 밀가루를 약간 이용해요. 

b. 그들은 소스를 약간 이용해요. 

2. a. 이것은 토마토 한 개에요. 

b. 이것은 토마토 한 조각이에요. 

3. a. 그는 길을 가로질러 건너고 있어요. 

b. 그는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어요. 

 

 

Unit 05 더러운 신발은 안돼요! 

1. a. 이 신발은 매우 깨끗해요. 

b. 이 신발은 매우 더러워요. 

2. a. 이것은 야구공이에요. 

b. 이것은 농구공이에요. 

3. a. 그는 그의 모자를 벗고 있어요. 

b. 그는 그의 신발을 벗고 있어요. 

 

 

Unit 06 물구나무 서기  

1. a. 그녀의 손은 그녀 머리 위에 있어요. 

b. 그녀의 손은 그녀 귀 옆에 있어요. 

2. a. 그의 머리는 아래에 있어요. 

b. 그의 머리는 위에 있어요. 

3. a. 그 사과는 꼭대기에 있어요. 

b. 그 사과는 바닥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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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7 화이팅, 애나! 

1. a. 그들은 학교 연극부를 해요. 

b. 그들은 학교 운동부를 해요. 

2. a. 그녀는 공주처럼 연기하고 있어요. 

b. 그녀는 그녀의 엄마처럼 연기하고 있어요. 

3. a. 그 꽃들은 아름다워요. 

b. 그 무지개는 아름다워요. 

 

 

Unit 08 가수가 되고 싶나요? 

1. a. 그녀는 매일 연습해요. 

b. 그녀는 매일 케이크를 만들어요. 

2. a. 그 소녀는 음악을 공부해요. 

b. 그 소녀는 마술을 공부해요. 

3. a. 그는 밴드에서 연주해야 해요. 

b. 그는 수업을 위해 그의 일을 해야 해요. 

 

 

Unit 09 비 오는 날  

1. a. 그 책은 지루해요. 

b. 그 쇼는 지루해요. 

2. a. 그 동물은 단지 안에 있어요. 

b. 단지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3. a. 붓 위에 파란 물감이 칠해져 있어요. 

b. 붓 위에 주황색 물감이 칠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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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0 우기 

1. a. 습한 계절은 4월에 시작되어요. 

b. 습한 계절은 9월에 시작되어요. 

2. a. 시원하고 습한 날씨에 이것을 입으세요. 

b. 따뜻하고 해가 쨍쨍한 날에 이것을 입으세요. 

3. a. 때때로 불이 나요. 

b. 때때로 홍수가 나요. 

 

 

Unit 11 네이트의 방학 

1. a. 그녀는 바다에서 수영을 할 거에요. 

b. 그녀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거에요. 

2. a. 그들은 그들의 휴가에 해변에 가요. 

b. 그들은 그들의 휴가에 성에 가요. 

3. a. 비가 오고 있으니 오늘 우산을 가져가세요. 

b. 추우니 오늘 코트를 입으세요. 

 

 

Unit 12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a.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b. 그는 모자를 쓰고 있어요. 

2. a. 해가 떠 있는 동안 그녀의 눈은 다치지 않을 거에요. 

b. 해가 떠 있는 동안 그녀의 손은 다치지 않을 거에요. 

3. a. 그녀는 선글라스를 껴야 해요. 

b. 그녀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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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3 반지 

1. a. 그것은 비싼 금 거울이에요. 

b. 그것은 비싼 금 반지에요. 

2. a. 그녀는 그녀의 손가락을 손꼽아 세어요. 

b. 그녀는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세어요. 

3. a. 아기는 울고 있어요. 

b. 아기는 기뻐요. 

 

 

Unit 14 얼이 아내를 도와줬어요.  

1. a. 그는 붕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b. 그는 칼을 사용하고 있어요. 

2. a. 셔츠는 면으로 만들어졌어요. 

b. 셔츠는 그 위에 테이프를 가지고 있어요. 

3. a. 그의 아내는 그녀의 손가락 위에 새를 올려 놓고 있어요. 

b. 그의 아내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어요. 

 

 

Unit 15 리사는 똑똑해요 

1. a. 그는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b. 그는 코끼리를 타고 있어요. 

2. a. 그녀는 신발 없이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b. 그녀는 그녀의 겉옷 없이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3. a. 이것은 부러지기 쉬워요. 

b. 이것은 부러지기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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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6 체스터의 아이디어 

1. a. 새들은 고리 위에 있어요. 

b. 새들은 전선 위에 있어요. 

2. a. 그녀의 귀마개는 검은 털로 만들어 졌어요. 

b. 그녀의 귀마개는 하얀 털로 만들어 졌어요. 

3. a. 아이들은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어요. 

b. 아이들은 게임을 멈췄어요. 

 

 

Unit 17 샘과 여행 가방 

1. a. 그녀는 휴가를 위해 옷을 싸요. 

b. 그녀는 소풍을 위해 음식을 싸요. 

2. a. 그는 밖에서 소리를 들어요. 

b. 그는 올라가는 계단에서 소리를 들어요. 

3. a. 당신은 공항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어요. 

b. 당신은 짐 가방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어요. 

 

 

Unit 18 터커가 가족을 구했어요! 

1. a. 새들이 지저귀어요. 

b. 개들이 짖어요. 

2. a. 불이 났을 때, 도움을 요청해요. 

b. 농구 경기를 할 때, 나를 부르세요. 

3. a. 이것은 죽은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b. 이것은 색칠 하는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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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9 폴리와 마티 

1. a. 그는 전에 배가 고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b. 그는 전에 피곤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2. a. 앵무새는 새장 안에 있어요. 

b. 쥐는 우리 안에 있어요. 

3. a. 친절한 그 소년은 소녀에게 빵을 좀 주었어요. 

b. 친절한 그 소년은 소녀에게 꽃을 좀 주었어요. 

 

 

Unit 20 춤추는 스노우볼  

1. a. 그 앵무새는 주인과 함께 있어요. 

b. 그 앵무새는 주인이 없어요. 

2. a. 그는 비디오를 켜고 있어요. 

b. 그는 불을 켜고 있어요. 

3. a. 그녀는 오래된 노래에 맞춰 춤을 춰요. 

b. 그녀는 나이 든 남자와 함께 춤을 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