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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1 맥스와 리타  

제인에겐 두 마리 개가 있어요. 

그들의 이름은 맥스와 리타에요. 

맥스는 커요. 

맥스는 까매요. 

리타는 작아요. 

리타는 갈색이에요. 

그들은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들 모두 고양이를 좋아해요. 

 

 

Unit 02 무서운 개? 

프렌치 마스티프는 개에요. 

그것들은 큰가요? 

네, 커요. 

다 자란 개는 50 킬로그램이에요. 

그들은 60 센치미터이고요. 

그들은 무서운가요? 

아니요, 무섭지 않아요. 

프렌치 마스티프는 좋은 애완동물이에요. 

그들은 노는 것과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들은 해변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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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3 키티의 새 아기들 

키티는 엄마 고양이에요. 

키티는 아기 고양이 다섯 마리가 있어요. 

키티는 그들을 먹여요. 

키티는 그들을 따뜻하게 해줘요. 

키티는 새끼 쥐 세 마리를 찾았어요. 

그것들의 엄마는 어디 있을까요? 

누가 그들을 먹이죠? 

키티가 해요. 

누가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나요? 

키티가 해요. 

키티는 좋은 고양이에요. 

 

 

Unit 04 고양이는 농부들을 도와줘요 

농부들은 여러 가지를 키워요. 

농부들은 이것들을 팔아요. 

그런데 새와 쥐들이 이것들을 먹어요! 

옛날 옛적에, 고양이들은 농부들과 함께 살았어요. 

고양이들은 그들을 도왔죠. 

고양이들은 농장에서 새와 쥐들을 잡아먹었어요. 

농부들은 그들과 함께 사는 고양이들을 좋아했어요. 

지금 고양이들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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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5 두 여자 형제 

앨리스에게는 여자형제가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애니에요. 

그들은 둘 다 금발 머리에요. 

그들은 둘 다 파란 눈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은 둘 다 드레스를 좋아해요. 

그들은 둘 다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둘 다 생일이 같아요. 

그들은 쌍둥이랍니다! 

 

 

Unit 06 다른 쌍둥이들 

쌍둥이들은 다를 수 있어요. 

한 명은 파란 눈일 수 있고요. 

다른 한 명은 갈색 눈일 수 있어요. 

한 명은 키가 더 클 수도 있고요. 

다른 한 명은 키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한 명은 남자아이일 수 있고요. 

다른 한 명은 여자아이일 수 있어요! 

왜 그들이 쌍둥이냐고요? 

그들은 생일이 같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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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7 10명의 아이들 

10명의 아이들이 소풍을 가요. 

그들은 소풍가는 것을 좋아해요. 

소풍은 재미있어요. 

엄마가 “우리 가야 해.” 라고 말해요. 

엄마가 “첫째야, 모두를 있나 세어봐라.” 라고 말해요. 

첫째 언니가 9명의 아이들을 세어요. 

한 명을 잃어버렸나요? 

아니요, 첫째 언니는 첫째 언니를 세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Unit 08 큰 가족들 

조는 큰 가족이 있어요. 

그는 두 명의 남자형제가 있어요. 

그는 여자형제는 없어요. 

에이미도 역시 큰 가족이 있어요. 

그녀는 여자형제 두 명이 있고요. 

그녀는 남자형제는 없어요. 

가끔씩 그들은 생일 파티를 함께해요. 

두 가족들은 파티에서 모두 함께 먹어요. 

그들은 큰 탁자에서 먹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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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9 우리에서 나온 캥거루  

캥거루가 우리에서 나왔어요! 

남자가 그를 잡았어요. 

“너는 다시는 이러지 못 할거야.” 라고 그가 말해요. 

“내가 우리를 더 높게 할거거든!” 

새는 캥거루 옆에 살아요. 

새가 “이제 너는 나갈 수 없어.” 라고 말해요. 

“아니, 나는 나갈 수 있어” 라고 캥거루가 말해요. 

“그는 문을 안 잠궜거든.” 

 

 

Unit 10 미남 아기  

아기 고릴라는 이름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이름을 썼어요. 

이름들은 멜론 안으로 들어가요. 

멜론들은 고릴라의 우리 안으로 가요. 

아기 고릴라의 아빠는 멜론 하나를 집어요. 

멜론 안에 들어있는 이름은 하사니에요! 

그것은 스와힐리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하사니는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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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1 잃어버린 땅콩 

다람쥐는 땅콩을 땅에 묻어요. 

또 다른 땅콩을 또 땅에 묻어요. 

겨울이 왔어요. 

다람쥐는 땅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다람쥐는 다른 땅콩을 찾아요. 

잃어버린 땅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나무로 자랄 거에요. 

나무는 다른 다람쥐들에게 더 많은 땅콩들을 키워줘요. 

 

 

Unit 12 아시야의 사과 

도쿄 동물원에는 똑똑한 코끼리가 있어요. 

이름은 아시야에요. 

아시야는 숫자를 셀 수 있어요! 

여자가 아시야에게 바구니 두 개를 줘요. 

한 쪽 바구니에 사과 다섯 개를 담아요. 

다른 쪽 바구니에는 사과 세 개를 담아요. 

여자는 양 쪽 바구니에 각각 사과 두 개씩을 더 넣어요. 

아시야는 항상 사과 일곱 개를 선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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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3 마술사의 무지개  

마술사는 물건들을 모아요. 

마술사는 그 색깔을 원해요. 

마술사는 불을 구했어요. 

그는 불에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을 얻어요. 

마술사는 물을 구했어요. 

그는 물에서 파란색을 얻어요. 

마술사는 꽃을 구했어요. 

그는 꽃에서 초록색과 보라색을 얻어요. 

마술사는 무지개를 만들어요! 

 

 

Unit 14 무지개 보기 

무지개를 찾아요. 

해를 등지세요. 

구름을 찾아요. 

다른 곳에 비가 내리고 있나요? 

거기를 보세요. 

무지개가 보이나요? 

빛과 물은 무지개를 만들어요. 

햇빛이 비에 반사되고 있어요.  

그것이 무지개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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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5 조안나의 드레스 

회사에서 특별한 드레스를 만들었어요.  

드레스는 색깔이 바뀌어요. 

조안나는 특별한 드레스를 입어요. 

화가 났어요. 드레스가 빨간색이 됐어요.  

슬퍼요. 드레스가 파란색이 됐어요. 

기분이 좋아요. 드레스가 노란색이 됐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조안나는 드레스를 샀어요.  

 

 

Unit 16 빨간색이 도움이 될까요? 

색깔은 당신의 기분을 바꿀 수 있어요. 

빨간색은 사람들을 흥분하게 해요. 

당신은 곧 시험을 볼 건가요? 

빨간색은 도움이 되지 않을거에요. 

시험 보는 날에는 빨간색 셔츠를 입지 마세요! 

당신은 곧 운동경기를 할 건가요? 

빨간색은 도움이 될 거에요. 

경기에 빨간색 셔츠를 입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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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7 새로운 친구 

김과 마크는 처치 거리에 살아요. 

그들은 이웃이에요. 

김은 마크에게 손을 흔들어요. “안녕!”이라고 소리쳐요. 

하지만 마크는 수줍음이 많아요. 

집으로 달려가 버려요. 

김은 마크네 문을 두드려요. 

“내 이름은 김이야” 라고 말해요. 

“같이 놀자!”라고 말해요.  

이제 김과 마크는 친구가 되었어요. 

 

 

Unit 18 뉴질랜드에서 보내온 인사  

마오리족은 뉴질랜드에 살아요. 

키리는 뉴질랜드에서 왔어요. 

키리는 친구에게 인사를 해요. 

키리와 친구는 함께 가까이 서 있어요. 

키리와 친구는 눈을 감아요. 

키리와 친구는 서로 코를 갖다 대요. 

그것이 마오리족이 서로 반기는 방법이에요. 

마오리족의 인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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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9 찰리의 방학 

안녕 조, 

난 재미있는 방학을 보내고 있어.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재미있어. 

모래에서 노는 것도 재미있지. 

해가 지는 것을 보는 것도 재미있어. 

하늘은 색깔이 바뀌어. 

하와이에 있는 것이 즐거워. 

나는 하와이가 좋아! 

곧 만나자, 

찰리 

 

 

Unit 20 전자카드  

당신은 전자카드에 대해 알고 있나요? 

전자카드는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대부분이 무료에요! 

돈을 절약하게 해요. 

전자카드는 종이가 필요 없어요. 

나무를 살려요. 

전자카드는 느리지 않아요. 

컴퓨터로 빠르게 되요. 

시간을 절약하게 해요. 

전자카드는 훌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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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1 맥스와 리타  

1. a. 맥스는 검은색이에요. 

b. 맥스는 갈색이에요. 

2. a. 리타는 커요. 

b. 리타는 작아요. 

3. a. 제인에게는 두 마리 개가 있어요. 

b. 맥스와 리타는 고양이들을 좋아해요. 

 

 

Unit 02 무서운 개? 

1. a. 개는 다 크지 않았어요 

b. 개는 다 컸어요.  

2. a. 애완동물은 5 킬로크램이 아니에요. 

b. 애완동물은 5 킬로그램이에요. 

3. a. 개는 해변에 있어요. 

b. 개는 해변에 있지 않아요. 

 

 

Unit 03 키티의 새 아기들 

1. a. 나는 아기 고양이 세 마리를 보아요. 

b. 나는 아기 고양이 다섯 마리를 보아요. 

2. a. 쥐 세 마리가 있어요. 

b. 쥐 다섯 마리가 있어요. 

3. a. 고양이는 착해요. 

b. 개는 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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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4 고양이는 농부들을 도와줘요 

1. a. 고양이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키워요. 

b. 농부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키워요. 

2. a. 고양이들은 새를 잡아 먹어요. 

b. 고양이들은 쥐를 잡아 먹어요. 

3. a. 고양이들은 개들과 함께 살아요. 

b. 고양이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요. 

 

 

Unit 05 두 여자 형제 

1. a. 그녀는 금발 머리에요. 

b. 그녀는 검은 머리에요. 

2. a. 그들은 남자형제들에요. 

b. 그들은 여자형제들이에요. 

3. a. 그는 파란 눈을 가지고 있어요. 

b. 그는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어요. 

 

 

Unit 06 다른 쌍둥이들 

1. a. 둘 다 갈색 눈을 가지고 있어요. 

b. 한 명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어요. 

2. a. 소년이 키가 더 커요. 

b. 소녀가 키가 더 커요. 

3. a. 남자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b. 남자아이 한 명과 여자아이 한 명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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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7 10명의 아이들 

1. a. 그들은 소풍을 가요. 

b. 그들은 동물원에 가요. 

2. a. 큰 언니가 숫자를 세요. 

b. 큰 언니 생일이에요. 

3. a. 아이는 신이 났어요. 

b.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Unit 08 큰 가족들 

1. a. 그는 남자형제 두 명이 있어요. 

b. 그는 여자형제 네 명이 있어요. 

2. a. 그녀는 여자형제가 없어요. 

b. 그녀는 남자형제가 없어요. 

3. a. 이것은 큰 파티에요. 

b. 이것은 큰 탁자에요. 

 

 

Unit 09 우리에서 나온 캥거루  

1. a. 새는 새장 안에 있어요. 

b. 새는 탁자 위에 있어요. 

2. a. 동물은 키가 더 커요. 

b. 소년은 키가 더 커요. 

3. a. 그는 문을 잠가요. 

b. 그는 우리를 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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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0 미남 아기  

1. a. 소년은 글을 써요. 

b. 소녀가 글을 써요. 

2. a. 동물은 사과를 가지고 있어요. 

b. 동물은 멜론을 가지고 있어요. 

3. a. 남자 아이는 잘생겼어요. 

b. 그 남자는 잘생겼어요. 

 

 

Unit 11 잃어버린 땅콩 

1. a. 이것은 멜론이에요. 

b. 이것은 땅콩이에요. 

2. a. 땅콩을 잃어버렸어요. 

b. 땅콩을 찾았어요. 

3. a. 이것은 땅콩을 묻어요.  

b. 이것은 땅콩을 키워요.  

 

 

Unit 12 아시야의 사과 

1. a. 그녀를 잃어버렸어요. 

b. 그녀는 똑똑해요. 

2. a. 그는 바구니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b. 그는 바구니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3. a. 그는 다섯을 세요. 

b.그는 일곱을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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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3 마술사의 무지개  

1. a.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b. 네 가지 색깔이 있어요. 

2. a. 불은 파란색이에요. 

b. 불은 빨간색이에요. 

3. a. 그녀는 꽃을 모아요. 

b. 그녀는 땅콩을 모아요. 

 

 

Unit 14 무지개 보기 

1. a. 해가 구름 뒤에 있어요. 

b. 해가 나무 뒤에 있어요. 

2. a. 비가 내리고 있어요. 

b. 눈이 내리고 있어요. 

3. a. 빛이 물에 반사되고 있어요. 

b. 빛이 문을 치고 있어요.  

 

 

Unit 15 조안나의 드레스 

1. a. 이것은 회사에요. 

b. 이것은 동물원이에요. 

2. a. 그녀는 기분이 좋아요. 

b. 그녀는 슬퍼요.  

3. a. 그녀가 모자를 써요. 

b. 그녀가 드레스를 입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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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6 빨간색이 도움이 될까요? 

1. a. 그는 기분이 좋아요. 

b.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2. .a. 그녀는 빨간 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b. 그녀는 빨간 셔츠를 가지고 있어요. 

3. a. 그들은 경기장에 있어요. 

b. 그들은 회사에 있어요. 

 

 

Unit 17 새로운 친구 

1. a. 그들은 남자형제들이에요. 

b. 그들은 이웃이에요. 

2. a. 그녀가 우리를 두드려요. 

b. 그녀가 문을 두드려요. 

3. a. 그녀가 손을 흔들어요. 

b. 그녀가 소리를 질러요. 

 

 

Unit 18 뉴질랜드에서 보내온 인사  

1. a. 그녀가 조용히 하라고 말해요. 

b. 그녀가 안녕이라고 말해요.   

2. a. 그들은 함께 가까이 서 있어요. 

b. 그들은 길에 서 있어요. 

3. a. 그녀가 눈을 감고 있어요. 

b. 문이 닫혀 있어요. 

 

  



19 

Unit 19 찰리의 방학 

1. a. 그는 휴가 중이에요. 

b. 그는 휴가 중이 아니에요. 

2. a. 그들이 모래에서 놀아요. 

b. 그들이 물에서 놀아요. 

3. a. 비 오는 것을 보는 것은 재미 있어요. 

b. 해가 지는 것을 보는 것은 재미 있어요. 

 

 

Unit 20 전자카드  

1. a. 그것은 빠르지 않아요. 

b. 그것은 느리지 않아요. 

2. a. 많은 돈이 있어요. 

b. 돈이 없어요. 

3. a 책이 훌륭해요! 

b. 카드가 훌륭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