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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Elephants

country [kʌ́ntri] 시골

town [táun]  (당사자가 살거나 일하는) 고장, 

시내

ride [ráid]  (차량·자전거 등을) 타기  

(탈것을) 타다 

like [láik] ~와 닮은, ~ 같은

hurt [hə́ːrt] 다친

be afraid of ~을 무서워하다 

a lot 대단히, 많이 

take care of ~을 돌보다 

The News Is Always New

news [njúːz] 뉴스, 소식 

always [ɔ́ːlweiz] 항상 

fresh [fréʃ] 신선한, 갓 나온 

everyone [évriwʌ̀n] 모든 사람, 모두

listen to ~을 듣다

every day 매일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talk about ~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What Do You Do on  
Your Birthday?

silly [síli] 바보 같은, 유치한 

fun [fʌ́n] 재미 재미있는 

share [ʃέər] 공유하다, 같은 ~을 갖다 

same [séim] 같은 
in fact 사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pick up 줍다 

grow up 성장하다, 어른이 되다

A Bear behind the Wheel

elderly [éldərli] 나이가 지긋한 

leave [líːv] ~한 상태로 놓아두다 

refuse [rifjúːz] 거절하다, 거부하다 

report [ripɔ́ːrt] 알리다 

wheel [hwíːl] (자동차의) 핸들

take a picture of ~의 사진을 찍다 

get in (차에) 타다 

look for ~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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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Bean’s Holiday

leave [líːv] 떠나다 

tie [tái] 넥타이 

something [sʌ́mθiŋ] 어떤 것, 무엇 

late [léit] 늦은

put A into B A를 B에 넣다 

vending machine 자동판매기 

start to ~하기 시작하다 

pull out 빼내다 

Text Messages Are Fun

cheap [tʃíːp] 값싼 

quick [kwík] 빠른 

plan [plǽn] 계획하다 계획

fun [fʌ́n] 즐거운, 재미있는 

text message 문자 메시지 

See you later. 또 만나.

wait for ~을 기다리다 

as soon as possible 되도록 빨리British Teenagers’ First Date

teenager [tíːnèidʒər] 십대 

favorite [féivərit] 매우 좋아하는 

together [təɡéðər] 함께 

different [dífərənt] 서로 다른 

laugh [lǽf] 웃다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다 

amusement park 놀이동산 

lots of 많은 

Night at the Museum

museum [mjuːzíːəm] 박물관 

idea [aidíːə] 착상, 아이디어 

decide [disáid] ~하기로 결심하다 

more [mɔ́ːr] 더 많은 

happen [hǽpən] 일어나다, 생기다 

just [dʒʌ́st] 바로 

like [láik] ~처럼

end [énd] 끝, 결말 끝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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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Cooking

simple [símpl] 간단한, 단순한 

stuff [stʌ́f] 것, 물건 

vegetable [védʒətəbl] 채소 

hard [hɑ́ːrd] 힘든, 어려운 

by oneself 혼자서 

at first 처음에는 

be ~ all over the floor 바닥이 온통 ~이다 

keep on 계속 ~하다 

How Can You Marry Grandma?

look [lúk] ~해 보이다

surprised [sərpráizd] 놀란

anyone [éniwʌ̀n] 누군가, 누가 

marry [mǽri] ~와 결혼하다 

allow [əláu] 허락하다

get married 결혼하다 

have ~ in mind ~을 마음에 간직하다 

Why not? 왜 안 돼요?Will You Play with Me?

boring [bɔ́ːriŋ] 지루한 

pretend [priténd] ~라고 가정[상상]하다 

master [mǽstər] 주인 

fold [fóuld] 접다, 개다 

neat [níːt] 정돈된 

pick up ~을 집다, 치우다 

make one’s bed 잠자리를 정돈하다, 이불을 

개다

Thanks for ~해 줘서 고맙습니다.

Two Workers and Their Boss

worker [wə́ːrkər] 근로자 

then [ðén]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hang [hǽŋ] 매달리다 

ceiling [síːliŋ] 천장 

follow [fɑ́lou] 따르다, 따라가다 

take a day off 하루 휴가를 얻다 

upside down 거꾸로 

go crazy 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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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y of the Dead in Mexico

special [spéʃəl] 특별한 

grave [ɡréiv] 무덤 

treat [tríːt] 특별한 것[선물], 대접 

clothes [klóuz] 옷 

skeleton [skélətn] 해골 

festival [féstəvəl] 축제 

funny [fʌ́ni] 재미있는

the dead 죽은 사람들 

What Is It?

ocean [óuʃən] 바다, 대양 

sometimes [sʌ́mtàimz] 때때로, 가끔 

weapon [wépən] 무기 

destroy [distrɔ́i] 파괴하다 

military [mílitèri] 군인, 군대 

carry [kǽri] 나르다, 가지고 다니다 

useful [júːsfəl] 유용한, 쓸모 있는 

without [wiðáut] ~ 없이 Robot World

factory [fǽktəri] 공장 

dangerous [déindʒərəs] 위험한 

different [dífərənt] 서로 다른 

develop [divéləp] 개발하다 

future [fjúːtʃər] 미래 

instead of ~ 대신에 

care for ~을 돌보다, 보살피다

such as 예를 들어, ~와 같은

Happy New Year!

traditional [trədíʃənl] 전통의 

bow [báu] (허리를 굽혀) 절하다 

evil [íːvəl] 사악한 

spirit [spírit] 영혼 

symbolize [símbəlàiz] 상징하다 

wealth [wélθ] 부 

New Year 정월 초하루

put on ~을 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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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Fingerprints?

fingerprint [fíŋɡərprìnt] 지문 

tip [típ] 끝 

human [hjúːmən] 인간의 

characteristic [kæ̀riktərístik] 특징 

stay [stéi] 유지하다 

hurt [hə́ːrt] 다치다, 다치게 하다 

skin [skín] 피부 

crime [kráim] 범죄 

Let’s Have a Food Day

class [klǽs] 반, 반 학생들 

decide [disáid] 결정하다 

earn [ə́ːrn] (돈을) 벌다

sign [sáin] 표지판 

everyone [évriwʌ̀n] 모든 사람 

send [sénd] 보내다 

one day 어느 날

let’s ~하자Ice Cream Ramen

dish [díʃ] 요리, 큰 접시

serve [sə́ːrv] (음식을) 내다 

unique [juːníːk] 독특한 

invent [invént] 발명하다 

taste [téist] 맛 ~한 맛이 나다

try [trái] 먹어 보다

sometime [sʌ́mtàim] (미래의) 언젠가

be well known for ~으로 유명하다

Bacon in a Bottle

way [wéi] 방법

even [íːvən] ~까지도 

wear [wέər]  (향수를) 바르고 있다,  

(옷 등을) 입고 있다 

recently [ríːsntli] 최근에 

sale [séil] 판매, 할인 판매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watch out for ~을 조심하다 

run after ~을 뒤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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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Voting

vote [vóut] 투표하다 

local [lóukəl] (특정한) 지방의 

election [ilékʃən] 선거 

national [nǽʃənl] 전국적인 

access [ǽkses] 접속 

basic [béisik] 기본적인 

right [ráit] 권리

take place 개최되다, (사건이) 일어나다 

William Shakespeare

playwright [pléiràit] 극작가 

own [óun] 소유하다 자기 자신의

play [pléi] 희곡 

tragedy [trǽdʒədi] 비극 

comedy [kɑ́mədi] 희극, 코미디 

star [stɑ́ːr] 주연을 맡기다 

win [wín] 수상하다 

award [əwɔ́ːrd] 상His Car Is His Kitchen

meal [míːl] 식사 

trip [tríp] (어디까지의) 이동, 오고감

soft [sɔ́ːft] (고기가) 연한 

gas [ɡǽs] 휘발유 

save [séiv] 절약하다 

ready [rédi] 준비가 다 된

on top of ~ 위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A Car with Feelings

company [kʌ́mpəni] 회사 

feeling [fíːliŋ] 감정 

soon [súːn] 곧 

traffic [trǽfik] 교통, 차량들 

light [láit] (전)등, 빛 

front [frʌ́nt] 앞 앞쪽의

machine [məʃíːn] 기계 

come on 작동을 시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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