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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1 토니와 스튜어트 

Tony 와 Stewart는 고양이에요. 

Tony는 매우 어려요. 

그는 하루종일 뛰어다니며 놀아요. 

Stewart는 나이가 매우 많아요. 

그는 하루종일 자요. 

그렇지만 저녁엔, Stewart는 뛰어다녀요. 

그는 그의 밥그릇으로 달려요. 

Stewart는 빨리 달려요. 

그는 또 빨리 먹어요. 

그러고 나서 Stewart는 다시 자러 가요. 

 

 

Unit 02 좋은 물고기 어항 

애완동물 가게들은 작고 큰 물고기 어항을 팔아요. 

새로운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에게 어떤 크기가 좋을까요? 

적은 양의 물은 많은 양의 물보다 더 빨리 차가워져요. 

적은 양의 물은 많은 양의 물보다 더 빨리 더러워져요. 

더러운 물은 물고기에게 나빠요. 

더 큰 어항이 더 좋아요. 

새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에게 좋은 어항 크기는 약 75리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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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3 날아라, 프랭크!  

Frank는 Sarah의 새에요. 

어느 날, Frank는 새장 밖으로 날아요. 

그는 주방 안으로 날아가요. 

그는 탁자 위에 앉아요. 

그는 거실 안으로 날아가요. 

그는 전등 위에 앉아요. 

Frank는 방에서 방으로 날아다녀요. 

그리고 나서 그는 피곤해져요. 

Frank는 새장 안으로 들어가요. 

이제 잘 시간에요! 

 

 

Unit 04 애완 도마뱀 

도마뱀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당신의 애완동물인 도마뱀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가르치세요. 

1. 도마뱀에게 당신이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가르쳐 주세요. 

도마뱀 우리 안에서 물건들을 만지세요. 

2. 도마뱀을 집으세요. 

도마뱀에게 당신이 친절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놓아주세요. 

3. 이것을 반복해서 하세요. 

어떤 도마뱀들은 절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거에요. 

그것들을 그냥 두세요. 

아마도 당신의 도마뱀은 그렇지 않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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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5 리사의 첫 번째 일 

Lisa는 여름에 할 일을 찾고 있어요. 

그녀의 언니는 “내가 아기들을 돌보는 것을 도와줘. 나는 아기들과 놀고 아기들

을 먹일 거야” 라고 말해요. 

그녀의 오빠는 “내가 정원 만드는 것을 도와줘. 나는 꽃을 심고 잔디를 깎을 거

야.” 라고 말해요. 

Lisa는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녀는 오빠와 함께 일하는 것을 선택해요. 

 

 

Unit 06 정원사 

Jim Webber는 영국에 살았어요. 

그는 정원사였어요. 

매일, 그는 일하러 나갔어요. 

그는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는 꽃에 물을 주고 잔디를 깎았어요. 

그의 무릎이 다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일을 했어요. 

Webber 아저씨의 무릎은 많이 다쳤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2007년에 일 하는 것을 그만 두었어요. 

그는 104살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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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7 힘이 센 남자 

Roy는 서커스단에서 일해요. 

그는 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 작은 차가 있어요. 

남자 세 명이 차 안에 있어요. 

Roy는 차에 줄을 감아요. 

그는 치아에 줄을 걸어요. 

Roy는 걷기 시작해요. 

그는 치아에 걸린 줄로 끌어요. 

차는 그의 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Unit 08 바넘과 점보 

서커스는 1800년대 동안에 유명했어요. 

Barnum의 서커스는 그 때 굉장했어요. 

그는 그의 서커스를 더 멋지게 하고 싶었어요. 

런던 동물원은 거대한 코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코끼리의 이름은 Jumbo였어요. 

Jumbo는 그 때 당시에 가장 큰 코끼리였어요. 

Barnum은 Jumbo를 샀어요. 데려왔어요. 

Jumbo는 Barnum의 서커스를 더 유명하게 해주었어요. 

그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쇼”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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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9 더러운 얼룩 

Allie는 예쁜 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파란색과 하얀색이에요. 

그런데 Allie는 점심에 피자를 먹어요. 

그녀는 피자를 좀 떨어뜨려요. 

그것이 그녀의 드레스위로 떨어져요! 

지금 그녀의 드레스는 크고 더러운 얼룩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Allie는 슬퍼져요. 

그렇지만 그녀의 엄마가 드레스를 빨아요. 

지금 그 드레스는 다시 깨끗해요! 

그래서 Allies는 행복해져요. 

 

 

Unit 10 교복 

많은 학생들은 교복을 입어요. 

교복은 특별한 셔츠를 가지고 있어요. 

교복은 남자 아이들을 위한 긴 바지를 가지고 있어요. 

교복은 여자 아이들을 위한 치마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학교들은 여자 아이들에게 바지를 입도록 해요. 

어떤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항상 겉옷을 입거나 넥타이를 하도록 해요. 

다른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날에는 겉옷을 입도록 해요. 

예전에, 교복은 모자가 있었어요. 

몇몇 교복에는 지금도 모자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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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1 린다의 책 

Linda의 책꽂이에는 그 위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Linda는 “보자. 아마 나는 내 책들 중에 몇 권을 버릴 수 있어. 나는 사람들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을 나눠볼 수 있어.” 라고 말해요. 

Linda는 상자 안에 책 몇 권을 담아요. 

그녀는 그것들을 도서관에 가져가요. 

이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Linda의 책을 읽을 수 있어요! 

 

 

Unit 12 수집하기 

당신은 어떤 것을 모으기를 좋아하나요? 

돌멩이 모으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쉽고 재미있어요!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밖으로 나가서 둘러보세요. 

돌멩이는 어디에나 있어요. 

예쁜 돌멩이를 찾아서 집으세요. 

당신은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전시해둘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그것을 씻어야 하는 것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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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3 아담네 아파트  

Adam은 높은 건물에 살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8시 정각에, 그는 학교에 가요. 

그는 재빨리 계단으로 내려가요. 

그것은 힘들지 않아요. 

4시 정각에, 그는 집으로 와요. 

그는 느리게 계단으로 올라와요. 

그것은 매우 힘들어요. 

마침내, 그가 집에 도착해요. 

그는 피곤해요! 

 

 

Unit 14 성에서 살아요 

Dobson아저씨와 아줌마는 Duncraig 성을 샀어요. 

그 성은 스코틀랜드에 있어요. 

그것은 3층이에요. 

그것은 방 80개와 화장실 15개를 가지고 있어요. 

성 안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재미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Dobson 가문에 대한 TV 쇼가 있었어요! 

그 쇼는 “Duncraig의 Dobson 가문” 이었어요. 

  



9 

Unit 15 버니의 집 

토끼는 장난감 가게에 살아요.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어요. 

가게는 북적거려요.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사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토끼를 원하지 않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가게 안을 보아요. 

작은 소녀에요. 

그 소녀가 토끼를 좋아해요. 

그녀는 그를 안아주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요. 

이제 토끼는 혼자가 아니에요. 

 

 

Unit 16 좋은 집 만들기 

토끼들은 좋은 애완동물이에요. 

그렇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좋은 집을 만들어줘야 해요. 

확실히 그들의 우리를 크게 하세요. 

매우 작은 우리는 좋지 않아요. 

작은 우리는 토끼들을 불행하게 해요. 

확실히 그들이 충분히 좋은 먹이를 먹도록 하세요. 

토끼들에게 좋은 먹이는 풀이에요. 

토끼에게 오직 당근만 먹이지 마세요. 

당근만 먹이는 것은 토끼를 아프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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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7 헐거운 이 

Beth는 헐거운 치아가 하나 있어요. 

그녀는 치아를 잡아 당겨요. 

그렇지만 그것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Beth는 생각을 해 냈어요. 

그녀는 큰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어요. 

Beth는 거울을 봐요. 

그 치아가 사라졌어요! 

그 치아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치아는 사과 안에 박혀 있어요! 

 

 

Unit 18 건강한 치아 

우리는 어떻게 좋은 치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이를 닦아야 해요. 

이것은 치아를 깨끗하게 유지시켜 줘요. 

그래도 우리는 좋은 음식도 먹어야 해요! 

좋은 음식은 당신의 치아에 도움을 줘요. 

채소와 땅콩은 좋은 음식이에요. 

당신 입 안은 산성이에요. 

채소와 땅콩은 산성을 약하게 해줘요. 

이 음식들은 또한 당신의 치아를 강하게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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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9 제인은 항상 웃어요 

Jane은 길을 따라 스케이트를 타고 내려가요. 

그녀는 인도에 넘어져요. 

그렇지만 Jane은 다치지 않아서 울지 않아요. 

그녀는 웃어요! 

Jane은 공원으로 스케이트 타고 가요.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해요. 

공이 그녀의 머리를 쳐요. 

그렇지만 Jane은 다치지 않아서 울지 않아요. 

그녀는 또 다시 웃어요. 

Jane은 항상 웃어요! 

 

 

Unit 20 다치지 마세요! 

아이들은 축구와 농구를 하면서 그들의 발목을 자주 다쳐요. 

운동하는 많은 아이들을 생각해보세요. 

축구 하면서, 아이들 10명이 다쳐요. 

아마도 이 아이들 중 2명은 발목을 다쳤을 거에요. 

농구 하면서, 아이들 10명이 다쳐요. 

아마도 이 아이들 중 4명이 그들이 발목을 다쳤을 거에요. 

이 두 운동을 하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다쳐요. 

조심해서 안전하게 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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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1 토니와 스튜어트 

1. a. 고양이는 나이가 많아요. 

b. 고양이는 어려요. 

2. a. 그것은 하루 종일 놀아요. 

b. 그것은 하루 종일 자요. 

3. a. 이것은 고양이의 침대에요. 

b. 이것은 고양이의 밥그릇이에요. 

 

 

Unit 02 좋은 물고기 어항 

1. a. 그릇은 노란색이에요. 

b. 그릇은 작아요. 

2. a. 그녀는 더러워요. 

b. 그녀는 슬퍼요. 

3. a. 물은 차가워요. 

b. 물은 뜨거워요. 

 

 

Unit 03 날아라, 프랭크!  

1. a. 그는 주방 안에 있어요. 

b. 그는 거실에 있어요. 

2. a. 이것은 전등이에요. 

b. 이것은 어항이에요. 

3. a. 그는 새 잡는 것을 좋아해요. 

b. 그는 물고기 잡는 것을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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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4 애완 도마뱀 

1. a. 그것은 사람들을 좋아해요. 

b. 그것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2. a. 그는 새를 만져요. 

b. 그는 먹이를 만져요. 

3. a. 그녀는 개를 집어요. 

b. 그녀는 도마뱀을 집어요. 

 

 

Unit 05 리사의 첫 번째 일 

1. a. 여름이에요. 

b. 겨울이에요. 

2. a. 그녀는 아기들을 돌보아요. 

b. 그녀는 개들을 돌보아요. 

3. a. 그는 꽃들을 자르고 있어요. 

b. 그는 풀을 자르고 있어요. 

 

 

Unit 06 정원사 

1. a. 이 동물은 영국에서 왔어요. 

b. 이 음식은 영국에서 왔어요. 

2. a. 그녀는 회사에서 일해요. 

b. 그녀는 정원에서 일해요. 

3. a. 그녀는 그녀의 무릎을 다쳤어요. 

b. 그녀는 한 쪽 무릎 위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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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7 힘이 센 남자 

1. a. 그는 차에 줄을 매요. 

b. 그는 도마뱀에 줄을 매요. 

2. a. 그녀는 그녀의 이에 꽃을 물어요. 

b. 그녀는 그녀의 이에 줄을 걸어요. 

3. a. 그는 캥거루 뒤로 걸어요. 

b. 그는 강아지 뒤로 걸어요. 

 

 

Unit 08 바넘과 점보 

1. a. 그는 쇼 동안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b. 그는 쇼 동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2. a. 이것은 지구입니다. 

b. 이것은 지구가 아닙니다. 

3. a. 여기 거대한 도마뱀들이 유명합니다. 

b. 여기 거대한 나무들이 유명합니다. 

 

 

Unit 09 더러운 얼룩 

1. a. 그녀는 예쁜 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b. 그녀는 예쁜 꽃을 가지고 있어요. 

2. a. 그는 그릇을 떨어뜨려요. 

b. 그는 줄을 떨어뜨려요. 

3. a. 그녀는 컵을 씻고 있어요. 

b. 그녀는 옷을 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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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0 교복 

1. a. 두 소녀들은 치마를 가지고 있어요. 

b. 오직 한 소녀만이 치마를 가지고 있어요. 

2. a. 학생들은 겉옷을 가지고 있어요. 

b. 학생들은 겉옷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3. a. 그의 바지는 길이가 길어요. 

b. 그의 바지는 길이가 길지 않아요. 

 

 

Unit 11 린다의 책 

1. a. 그들은 책을 함께 봐요. 

b. 그들은 피자를 함께 먹어요. 

2. a. 선반 위에 책이 많이 있어요. 

b. 도서관에 책이 많이 있어요. 

3. a. 그녀는 상자 안에 책을 넣어요. 

b. 그녀는 상자 안에 모자를 넣어요. 

 

 

Unit 12 수집하기 

1. a. 새는 새장 안에 있어요. 

b. 새는 새장 밖에 있어요. 

2. a. 아래를 보세요. 

b. 위를 보세요. 

3. a. 예쁜 돌을 찾아요. 

b. 예쁜 개를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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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3 아담네 아파트  

1. a. 그 빨간색 건물은 높아요. 

b. 그 빨간색 건물은 높지 않아요. 

2. a.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어요. 

b. 그녀는 계단에 있어요. 

3. a. 그 일은 힘들어요. 

b. 그 시험은 어려워요. 

 

 

Unit 14 성에서 살아요 

1. a. 그들은 그 수업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b. 그들은 그 수업이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2. a. 이 성은 스코틀랜드에 있어요. 

b. 이 장소는 스코틀랜드에 있어요. 

3. a. 그는 그의 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b. 그는 화장실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Unit 15 버니의 집 

1. a.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어요. 

b. 여름이 오고 있어요. 

2. a. 그는 큰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b. 그는 큰 어항을 가지고 있어요. 

3. a. 그 소녀는 그녀의 엄마를 안아요. 

b. 그 소녀는 그녀의 장난감을 안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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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6 좋은 집 만들기 

1. a. 풀은 키가 커요. 

b. 건물이 높아요. 

2. a. 물을 보세요. 

b. 우리를 보세요. 

3. a. 당신의 토끼들과 함께 노세요. 

b. 당신의 고양이들과 함께 노세요. 

 

 

Unit 17 헐거운 이 

1. a. 치아 한 개가 빠졌어요. 

b. 치아 두 개가 빠졌어요. 

2. a. 어떤 것이 사과를 잡아 당기고 있어요. 

b. 어떤 것이 사과 안에 빠져 있어요. 

3. a. 마술사는 생각 하나가 났어요. 

b. 마술사는 거울을 가지고 있어요. 

 

 

Unit 18 건강한 치아 

1. a. 우리는 매일 양치를 해야 해요. 

b. 우리는 매일 채소를 먹어야 해요. 

2. a. 그는 상자를 들 수 있어요. 그는 힘이 세요. 

b. 그는 상자를 들 수 없어요. 그는 힘이 약해요. 

3. a. 그녀는 그녀의 입을 열지 않을 거에요. 

b. 그녀는 그녀의 입을 벌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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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9 제인은 항상 웃어요 

1. a. 그 소년은 다쳤어요. 

b. 그 소년은 다치지 않았어요. 

2. a. 그 소녀는 항상 웃어요. 

b. 그 소녀는 절대 웃지 않아요. 

3. a. 축구공은 인도 위에 있어요. 

b. 스케이트는 인도 위에 있어요. 

 

 

Unit 20 다치지 마세요! 

1. a. 아이들은 학교에서 농구를 해요. 

b. 아이들은 학교에서 축구를 해요. 

2. a. 선수들은 이것들을 안전하게 해야 해요. 

b. 선수들은 그들의 발목을 위해 이것들이 필요해요. 

3. a. 그녀는 아마도 더울 거에요. 

b. 그녀는 아마도 다쳤을 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