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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ppiest Childhood

magic [mǽdʒik] 마술

holiday [hɑ́lədèi] 방학, 휴가, 휴일 

sight [sáit] pl. 명소, 관광지 

including [inklúːdiŋ]  ~을 포함하여 

campsite [kǽmpsàit] 야영지, 캠프장

stream [stríːm] 개울, 시내

go -ing ~하러 가다 

every year 매년, 해마다

Surprise!

something [sʌ́mθiŋ] 무엇인가, 어떤 것  

surprise [sərpráiz]  놀라게 하다 

뜻밖의 일[선물] 

stick [stík] 막대기, 나뭇가지

kite [káit] 연  

present [préznt] 선물

and so on 기타 등등, ~ 등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

Mother’s on the Phone Again!

again [əɡén] 한 번 더, 또다시

mood [múːd] 기분 

grow [ɡróu] ~해지다, ~하게 되다

minute [mínit] (시간의 단위) 분

ring [ríŋ] 전화하다 전화벨 소리

be on the phone 통화 중이다 

hang up 전화를 끊다 

give ~ a hug ~을 안아주다

Take a Tour with Us

shop [ʃɑ́p] 쇼핑하다 

explore [iksplɔ́ːr] 탐험하다 

modern [mɑ́dərn] 현대의 

treasure [tréʒər] 보물 

state [stéit] 나라 

desert [dézərt] 사막 

would rather (차라리) ~하고 싶다 

be proud of ~을 자랑스러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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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Names

probably [prɑ́bəbli] 아마도 

common [kɑ́mən] 흔한, 일반적인 

million [míljən] 백만

praise [préiz] 찬양하다, 칭찬하다

metal [métl] 금속

shoe [ʃúː] (말의) 편자, 구두 

family name 성(姓)

be based on ~에 근거를 두다Mickey Mouse

introduce [ìntrədjúːs] 소개하다 

cartoonist [kɑːrtúːnist] 만화가 

character [kǽriktər] (만화의) 캐릭터, 

등장인물

join [dʒɔ́in] 합류하다, 같이 하다

star [stɑ́ːr] 주연을 맡아 연기하다

pose [póuz] 포즈를 취하다

at first 처음에는

in addition to ~ 외에 

Homecoming

exciting [iksáitiŋ] 흥미로운, 신 나는

leave [líːv] 떠나다

once [wʌ́ns] 한 번

against [əɡénst]  ~에 대항하여

different [dífərənt] 서로 다른

parade [pəréid] 가두 행진, 퍼레이드 

through [θrú] ~을 관통하여

in the late ~ 후반에,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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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the Laptop Cool

overheat [òuvərhíːt] 과열하다

cool [kúːl] 식히다 서늘한, 차가운

blow [blóu] 불어서 날리다, (바람이) 불다

dust [dʌ́st] 먼지 

block [blɑ́k] 받침 

square [skwέər] 정사각형

space [spéis] 공간

flow [flóu] 이동하다, 흐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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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Open My Safe!

forget [fərɡét] 잊다 

number [nʌ́mbər] 숫자 

safe [séif] 금고 안전한 

surely [ʃúərli] 확실히, 틀림없이

remember [rimémbər] 기억하다 

multiply [mʌ́ltəplai] 곱하다 

subtract [səbtrǽkt] 빼다 

times [táimz] ~배, ~곱

Cats vs. Dogs

stuff [stʌ́f] 것, 물건 

ignore [iɡnɔ́ːr] 무시하다, 모르는 체하다

reply [riplái] 답장, 답신 

accept [æksépt] 받아들이다 

interest [íntərəst] 관심, 흥미(의 대상) 

look away 눈길[얼굴]을 돌리다 

make a face 얼굴을 찌푸리다 

get along 사이좋게 지내다A Sleepover Party

teenager [tíːnèidʒər] 십대(13~19세) 

invitation [ìnvətéiʃən] 초대(장) 

expect [ikspékt] 기대하다, 예상하다 

major [méidʒər] 주요한 

detail [díːteil] 세부 사항 

come up 다가오다 

send out 발송하다 

at least 최소한, 적어도 

Pepper Magic Trick

effect [ifékt] 효과, 결과 

magician [mədʒíʃən] 마술사 

pepper [pépər] 후추 

volunteer [vɑ̀ləntíər] 지원자, 자원 봉사자 

separate [sépərèit] 분리하다, 분리되다 

work [wə́ːrk] 잘되어 가다, 작용하다 

sink [síŋk] 싱크대 

rub [rʌ́b] 문지르다, (크림 등을 문지르며) 

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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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Restaurant

customer [kʌ́stəmər] 고객, 손님 

counter [káuntər] (식당, 바 등의) 카운터,  

긴 테이블 

order [ɔ́ːrdər] 주문하다 

unhappy [ʌ̀nhǽpi] 기분이 나쁜, 불행한 

own [óun] 자기 자신의 

exchange [ikstʃéindʒ] 교환하다 

take A out of B B에서 A를 꺼내다

shrug one’s shoulders 어깨를 으쓱하다 

Numbers or Titles

symphony [símfəni] 교향곡, 심포니 

title [táitl] 제목 

audience [ɔ́ːdiəns] 청중, 관중 

imagination [imæ̀dʒənéiʃən] 상상력 

fantastic [fæntǽstik] 환상적인 

memory [méməri] 기억, 추억

instrument [ínstrəmənt] 악기 

throughout [θruːáut] ~ 동안 죽, 내내My Life in Pictures

imagine [imǽdʒin] 상상하다 

practice [prǽktis] 연습하다 

illustrate [íləstrèit] (책 등에) 삽화를 넣다 

last [lǽst] 마지막의 

step [stép] 단계 

paint [péint] (그림물감으로) 그리다 

choose [tʃúːz] 고르다, 선택하다 

tool [túːl] 도구 

The Coral Castle

true [truː] 진실의, 참된 

castle [kǽsl] 성, 큰 저택

mostly [móustli] 대개, 주로 

alone [əlóun] 홀로 

over [óuvər] ~을 넘어, ~ 이상 

around [əráund] 약, ~쯤

be in love with ~을 사랑하게 되다

at night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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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Newspaper

newspaper [njúːzpèipər] 신문 

appear [əpíər] 나타나다, 출현하다 

copy [kɑ́pi] (책·신문 등의) 한 부 

print [prínt] 인쇄하다 

cheaply [tʃíːpli] 싸게 

photograph [fóutəɡræ̀f] 사진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in color 컬러판으로 

Opera

performer [pərfɔ́ːrmər] 행위자, 공연자 

musician [mjuːzíʃən] 음악가 

still [stíl] 아직도 

power [páuər] 힘 

form [fɔ́ːrm] 형태, 유형

mix A with B A와 B를 혼합하다 

more than ~보다 많은, ~ 이상으로 

hundreds of 수백의A Christmas Carol

around [əráund] ~ 주위에 

grave [ɡréiv] 무덤 

silver [sílvər] 은 

gold [ɡóuld] 금 

silk [sílk] 비단, 실크

take [téik] (허락도 없이) 가져가다 

anyone [éniwʌ̀n]  (부정문에서) 아무도

wait and see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다 

The Meaning of  
“Trojan Horse”

term [tə́ːrm] 말, 용어 

capture [kǽptʃər] 함락시키다 

wooden [wúdn] 나무로 만든 

pretend [priténd] ~인 척하다 

symbol [símbəl] 상징 

victory [víktəri] 승리 

come from ~에서 비롯되다 

on wheels 바퀴 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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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ing a Bike

ride [ráid] ~을 타다 타고 감 

trip [tríp] 짧은 여행, (어디까지의) 이동, 오고감

health [hélθ] 건강

far away 먼 곳에 

get to ~에 도착하다 

all the way 도중 내내 

next time 다음번에

be good for ~에 좋다Be Good to Your Body

healthful [hélθfəl] 건강에 좋은

choice [tʃɔ́is] 선택

outside [autsáid] 밖에서

bounce [báuns] (공 등을) 튀게 하다, 

바운드하다

active [ǽktiv] 활동적인

simple [símpl] 간단한, 단순한 

rule [rúːl] 규칙 

be full of ~으로 가득하다 

From Trash to Shelter

competition [kɑ̀mpətíʃən] 대회

challenge [tʃǽlindʒ] (도전이 될 일을) 

요구하다 

recyclable [rìːsáikləbl] 재활용할 수 있는

portable [pɔ́ːrtəbl] 휴대용의

shelter [ʃéltər] (노숙자 등을 위한) 쉼터, 집

responsibility [rispɑ̀nsəbíləti] 책임, 의무

improve [imprúːv] 개선하다

turn A into B A를 B로 바꿔 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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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PlayPumps? 

wealthy [wélθi] 부유한

faucet [fɔ́ːsit] 수도꼭지 

spin [spín] 회전시키다, 돌다 

pump [pʌ́mp] 퍼내다, 퍼 올리다

deep [díːp] 깊은

underground [ʌ́ndərɡràund] 지하

store [stɔ́ːr] 저장하다

close by 가까이에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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