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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about Your Pets

twin [twín] 쌍둥이 (중의 한 명)

same [séim] 같은

ago [əɡóu] ~ 전에

composition [kɑ̀mpəzíʃən] 작문 

next [nékst] 다음의

pupil [pjúːpəl] 학생 

quickly [kwíkli] 빨리

give ~ back ~을 되돌려주다

A Fisherman and His Flute

net [nét] 그물

tune [tjúːn] 곡조, 곡 

attract [ətrǽkt] 유인하다, 끌어들이다

cast [cast] 던지다 

leap [líːp] 뛰어오르다 

awkward [ɔ́ːkwərd] 어색한, 꼴사나운

creature [kríːtʃər] 창조물, 생물 

now that ~이므로, ~이니까What Made Them Fight?

hire [háiər]  고용하다;  

(사용료를 내고) 빌리다

donkey [dɑ́ŋki] 당나귀 

borrow [bɑ́rou] 빌리다 

shadow [ʃǽdou] 그림자, 그늘 

cool [kúːl] 시원한

hit [hít] 치다, 때리다

happen to 우연히 ~하다

run away 달아나다 

A Young Inca Boy and  
His Llama

once [wʌ́ns] (과거의) 언제가, 한때

starry [stɑ́ːri] 별이 많은 

shape [ʃéip] 모양, 모습

bend [bénd] 구부리다 

bit [bít] 작은 조각, 조금 

except for ~을 제외하고 

look for ~을 찾다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AnimAls  
&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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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Great Friends—Books

faraway [fɑ́ːrəwéi] 멀리 떨어진

else [éls] 그 밖의, 다른 

author [ɔ́ːθər] 작가, 저술가 

laugh [lǽf] 웃다 

information [ìnfərméiʃən] 정보

important [impɔ́ːrtənt] 중요한 

spend [spénd] (돈, 시간을) 쓰다 

make a plan 계획하다, 기획하다 

A Magic Trick

fantastic [fæntǽstik] 환상적인, 굉장한

saw [sɔ́ː] 톱으로 켜다

closely [klóusli] 면밀히, 주의하여 

leave [líːv] ~한 상태로 놓아두다

expose [ikspóuz] 노출하다, 폭로하다 

apart [əpɑ́ːrt] 떨어져, 따로 

split [splít] 쪼개다

attempt to ~하려고 시도하다 What Are Friends for?

complaint [kəmpléint] 불평, 푸념

practice [prǽktis] 실행하다, 연습하다

advice [ædváis] 충고, 조언 

judgment [ʒʌ́dʒmənt] 판단

right [ráit] 권리 

random [rǽndəm] 무작위의, 되는 대로의

keep in touch 연락을 지속하다

cheer up 격려하다, 힘을 북돋우다

Dinner Around the World

fundraiser [fʌ́ndrèizər] 모금 행사

earn [ə́ːrn] (돈을) 벌다

suggest [səgdʒést] 제안하다, 추천하다 

mash [mǽʃ] (음식을) 으깨다

spice [spáis] 양념, 향신료 양념을 하다 

cucumber [kjúːkʌmbər] 오이 

culture [kʌ́ltʃər] 문화 

mix A with B A를 B와 섞다

FRiends 
& 
HAPP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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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s My Wristwatch?

forget [fərɡét] 잊다

remember [rimémbər] 기억하다, 

생각해내다 

wristwatch [rístwɑ̀tʃ] 손목시계

moody [múːdi] 기분이 안 좋은, 침울한 

calm [kɑ́ːm] (마음·기분 등이) 평온한, 차분한

suddenly [sʌ́dnli] 갑자기

have trouble -ing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all the time 항상 

What Should We Do for Our 
Health?

commitment [kəmítmənt] 약속(한 일), 

책무

demand [dimǽnd] 요구 (사항) 

relax [rilǽks] 쉬다, 휴식을 취하다

adequate [ǽdikwət] 적절한, 충분한 

recover [rìːkʌ́vər] 회복하다

aspect [ǽspekt] (사물의) 면, 국면

cope with ~에 대처[대응]하다

put emphasis on ~에 중점을 두다, 

강조하다

Good and Bad Luck in Sports

superstition [sùːpərstíʃən] 미신,  

미신적 습관

pitch [pítʃ] 투구, 등판

base [béis] (야구의) 베이스

serious [síəriəs] 심각한

wipe [wáip] 닦다 

bounce [báuns] (공 등을) 튀게 하다, 

바운드하다

professional [prəféʃənl] 직업적인, 프로의

trade [tréid] 교환하다 

Lost & Found

advertisement [æ̀dvərtáizmənt] 광고

handle [hǽndl] 다루다, 처리하다

reward [riwɔ́ːrd] 보상하다 

case [kéis] 상자, 케이스

possibly [pɑ́səbli] 아마, 어쩌면

leave [líːv] 두고 오다 

friendly [fréndli] 다정한, 우호적인

detail [díːteil] 세부 사항

HeAlTH 
&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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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 Languages

gesture [dʒéstʃər] 제스처, 몸짓 

thumb [θʌ́m] 엄지

forefinger [fɔ́ːrfìŋɡər] 검지 

communicate [kəmjúːnəkèit] (정보 등을) 

전달하다, 의사소통하다

worthless [wə́ːrθlis] 가치 없는, 쓸모 없는 

converse [kənvə́ːrs] 대화하다 

threat [θrét] 위협(적인 존재) 

A as well as B B뿐만 아니라 A도 

Tarot Cards

believe [bilíːv] 믿다

future [fjúːtʃər] 미래 

set [sét] 한 벌, 세트

strength [stréŋkθ] 힘, 세기

symbol [símbəl] 상징 

imagination [imæ̀dʒənéiʃən] 상상력

amazing [əméizi] 놀라운, 굉장한

wake up 깨우다Kick a Jegi Up in the Air

especially [ispéʃəli] 특히

air [έər] 공중, 공기 

ground [ɡráund] 땅바닥

winner [wínər] 승자 

loser [lúːzər] 패자 

penalty [pénəlti] 벌칙, 벌금 

fall down 떨어지다 

take turns 교대로 하다 

Is It a Wedding or Birthday?

notice [nóutis] 알아채다, 주목하다

fountain [fáuntən] 분수 

charming [tʃɑ́ːrmiŋ] 매력적인, 멋진

strangely [stréindʒli] 이상하게

celebration [sèləbréiʃən] 기념[축하] 행사 

originally [ərídʒənəli] 원래, 본래

adult [ədʌ́lt] 어른, 성인 

in front of ~ 앞에서

CUlTURe
&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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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Zero

ancient [éinʃənt] 고대의

certain [sə́ːrtn] 어떤, 확실한 

century [séntʃəri] 세기, 100년

quantity [kwɑ́ntəti] 양, 수량 

stand for ~을 나타내다, 상징하다 

along with ~와 함께, ~에 덧붙여 

depending on ~에 따라

such A as B B와 같은 A

American English and British 
English

probably [prɑ́bəbli] 아마도

although [ɔːlðóu] 비록 ~일지라도,  

~이기는 하지만

language [lǽŋɡwidʒ] 말, 언어 

pretty [príti] 꽤, 매우 

significant [siɡnífikənt] 중요한, 의미 있는 

difference [dífərəns] 차이(점)

vocabulary [voukǽbjulèri] 어휘

throw [θróu] 던지다 

Do You Know Pororo?

character [kǽriktər] (만화의) 캐릭터, 

등장인물

society [səsáiəti] 사회

prefer [prifə́ːr]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export [ikspɔ́ːrt] 수출하다 

record [rikɔ́ːrd] 기록하다

recognize [rékəɡnàiz] 알아보다, 인정하다 

instantly [ínstəntli] 즉시 

have an effect on ~에 영향을 끼치다 

Pets for Rent

rent [rént]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다, 빌리다

company [kʌ́mpəni] 회사 

commercial [kəmə́ːrʃəl] 광고[상업] 방송 

ordinary [ɔ́ːrdənèri] 보통의, 평범한 

special [spéʃəl] 특별한, 특수한 

romantic [roumǽntik] 낭만적인 

countryside [kʌ́ntrisàid] 시골

take out 데리고 나가다, 가지고 나가다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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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et

comet [kɑ́mit] 혜성 

fuzzy [fʌ́zi] 흐릿한, 불분명한 

path [pǽθ] 길, 궤도 

appear [əpíər] 나타나다 

claim [kléim] 주장하다 

predict [pridíkt] 예언하다, 예측하다 

by chance 우연히 

be known as ~로 알려지다

A Trip to Mars

planet [plǽnit] 행성 

imagine [imǽdʒin] 상상하다, 짐작하다 

dust [dʌ́st] (흙)먼지 

protective [prətéktiv] 보호하는, 보호용의 

condition [kəndíʃən] 조건, 상태 

exploration [èkspləréiʃən] 탐험, 탐사

footprint [fútprìnt] 발자국 

souvenir [sùːvəníər] 기념품Don’t Throw Things Away!

sack [sǽk] 마대, 자루

container [kəntéinər] 그릇, 용기 

reusable [rìːjúːzəbl] 재사용할 수 있는 

waste [wéist] 쓰레기 

store [stɔ́ːr] 저장하다, 보관하다 

donation [dounéiʃən] 기부(금), 기증(물)

throw away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버리다, 

없애다 

not ~ anymore 더 이상 ~ 아닌 

Loch Ness

narrow [nǽrou] 폭이 좁은

monster [mɑ́nstər] 괴물 

dinosaur [dáinəsɔ́ːr] 공룡

submarine [sʌ̀bməríːn] 잠수함

explore [iksplɔ́ːr] 탐험하다, 탐사하다 

underwater [ʌ̀ndərwɔ́ːtər] 물속 물속의 

tourist [túərist] 관광객 

seal [síːl] 바다표범, 물개 

THe UniVeRse, 
THe enViRonmenT
& mysTe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