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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Weather 

1. 다른 말로 하면 날씨는 곧 하늘과 대기의 상태입니다. 

2. 태양은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기온을 변화시키는데, 기온이란 공기가 얼

마나 덥거나 혹은 차가우냐 하는 것입니다. 

3. 기후는 한 지역에서 연중 다른 시기에 어떤 유형의 날씨가 생기는지 알

려 주는 것입니다. 

4. 사람들은 앞으로 날씨가 어떨지 알아보기 위해 이러한 측청치들을 사용

합니다. 

 

Unit 2. Rain, Snow, and Clouds 

1. 비는 매우 작은 물방울로 만들어지고, 눈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매우 작

은 얼음 조각으로 만들어집니다. 

2. 태양이 물을 가열하면 물의 일부가 증기로 변하는데, 증기는 공기 중으

로 날아가는 작은 물방울 덩어리입니다. 

3. 물방울과 얼음 결정체는 비, 눈, 진눈깨비, 또는 싸락눈으로 다시 땅에 

떨어집니다. 



 

Unit 3. Spring and Summer 

1. 봄은 잎과 꽃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2. 봄에는 지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3. 햇빛과 비는 봄에 식물이 자라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일부 지역에서 여름은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가장 습한 계절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건조한 계절입니다. 

 

Unit 4. Fall and Winter 

1. 많은 지역에서 가을은 대부분의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2. 가을은 봄과 비슷한 정도의 시간으로 지속되지만, 여름과 겨울보다는 훨

씬 더 짧습니다. 

3. 가을에 대부분의 동물은 겨울에 대비해 저장할 수 있는 먹이를 찾습니

다. 

4. 겨울에 일부 식물은 줄어든 햇빛과 차가운 기온 때문에 죽습니다. 

 

 



Unit 5. The Sky Above 

1. 분자는 보통 두 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됩니다. 

2. 분자에 의한 빛의 산란 때문에 하늘은 파랗게 보입니다. 

3. 별은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크기보다 훨씬 더 작게 

보입니다. 

4. 달은 하늘에서 뜨고 집니다. 

 

Unit 6. Planets 

1. 밤하늘에서 다른 별들보다 더 크고 더 밝아 보이는 빛은 아마 행성일 

것입니다. 

2. 행성은 태양 주위를 도는 큰 물체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3. 명왕성은 행성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2006년 8월 국제 천문학 연합회가 

명왕성을 그 대신에 왜소행성으로 정했습니다. 

4. 수성은 태양과 가장 가깝고, 해왕성이 태양에서 가장 멀리 있습니다. 

 

Unit 7. Leaders and Governments 

1. 투표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택하는 



것입니다. 

2. 우리가 투표하는 때를 선거라고 합니다. 

3. 보통 이 사람들은 선출된 지도자들에 의해 임명됩니다. 

4. 시장은 사람들이 반드시 시의 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Unit 8. The Capital and the White House 

1.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2. ‘D.C.’는 ‘컬럼비아 특별구’를 뜻하는데, 주가 아닌 특별한 구역입니다. 

3. 기념물은 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특별한 존경을 나타내는 건물이나 

조각상입니다. 

4. 의회는 정부의 일부분으로 국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Unit 9. Taxes 

1. 식민지 주민은 영국인이라는 것과 조지 3세 국왕의 통치를 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2. 왕이 그들에게 설탕, 우표, 그리고 종이 같은 것에 세금을 내라고 명했습

니다. 



3. 식민지 주민은 종이를 살 때, 종이 가격만 지불했습니다.  

4. 이 당시, 영국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대 프랑스 전쟁을 막 끝낸 직후

였기 때문에 조지 3세 국왕은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Unit 10. A Nation Is Born 

1. 1776년 미국의 영국 식민지 주민은 큰 조치를 취했습니다. 

2. 그들은 조지 국왕에게 미국인들은 자유를 원하고 자신들의 나라, 미합중

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3. 1776년 7월 4일 많은 미국 지도자들이 독립 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Unit 11. George Washington 

1. 그는 미국 독립 전쟁 중에 군대를 이끌었고 후에 새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 각 식민지에서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을 돕고 싶은 사람들을 보냈지

만,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3. 8년 동안 워싱턴 장군은 막강한 영국 군대에 대항해 미국 군인들을 지휘

했고,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4. 그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았습니다. 

 

Unit 12. Benjamin Franklin 

1. 아직 젊은이였을 때 그는 인쇄업을 시작했고, 신문을 발행했으며, 프랑스

어를 포함하여 4개 언어를 읽는 것을 독학했습니다. 

2. 벤자민 프랭클린은 독립 선언서에 서명한 미국 지도자들 중 한 명이었

습니다. 

3. 미국인들은 프랭클린이 프랑스 사람들을 설득해 영국과의 전쟁에서 자

신들을 도와주기를 바랐습니다. 

 

Unit 13. The Three Little Pigs 

1. 늑대는 짚으로 된 집을 후우 불어 날려버리고 첫째 아기 돼지를 잡아먹

었습니다. 

2. 그런 다음, 늑대는 나무토막으로 된 집으로 가서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3. 이번에, 늑대는 튼튼한 벽돌집을 불어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

다. 

4. 늑대는 뜨거운 불 위로 떨어져 심한 화상을 입고 영원히 달아나 버렸습

니다. 



 

Unit 14. The Blind Men and the Elephant  

1. 코끼리를 만나러 가는 여섯 명의 눈 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 두 번째 남자는, 코끼리의 머리 근처에 서 있었는데 길고 날카로운 상아

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3. 네 번째 남자는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는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사실 부

채와 비슷한데.” 

4. 깜짝 놀란 남자는 코끼리의 코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정말 

아주 큰 뱀 같아!” 

 

Unit 15. Opera 

1. 오페라는 모든 것을 말 대신 노래로 하는 연극과 같습니다. 

2. 오페라에서도 배우들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연기하지만, 

대사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3. 많은 오페라들이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 

살았던 작곡가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4. 하지만 노래와 음악이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 듣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Unit 16. Ballet 

1. 발레에는 음악이 있는데 대개 오케스트라에 의해 연주되지만, 아무도 노

래하거나 말하지는 않습니다. 

2. 어떤 발레는 <잠자는 숲 속의 공주>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알 만한 이

야기를 전합니다. 

3. 발레 무용수들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다년간 연습해야 

합니다. 

4. 균형을 유지하고 몸을 제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Unit 17. Self-Portraits 

1. 때로 화가들은 자신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2.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37점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3. <자화상>이라고 불리는 이 작품은 36세였을 때의 그를 보여 주고 있습

니다. 

4. <삼중 자화상>이라고 불리는 이 그림에서 록웰은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아이디어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Unit 18. Still Lifes 

1. 그것은 그림 속 물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정물화라고 불립니다. 

2. 정물화는 17세기 이후 인기를 얻었는데, 당시 네덜란드의 화가들이 정물

화를 예술로 끌어올렸습니다. 

3. 정물화를 그리려면 화가는 우선 어떤 대상을 그릴지 정해야 합니다. 

4. 일단 화가가 무엇을 그릴지 알면, 화가는 그 대상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Unit 19. How to Tell Time 

1. 분침이 한 숫자에서 다음 숫자로 이동하면 5분이 지난 것입니다. 

2. 시 35분을 쓰는 또 한 가지 방식은 5:35입니다. 

3. 3:15은 3시 15분을 의미합니다. 

4. 이 시계는 2시 30분, 즉 2:30입니다. 

 

Unit 20. The Calendar 

1. 달력은 특정한 해의 날, 주, 그리고 월을 보여 주는 페이지 모음입니다. 



2. 보통은 그것을 벽에 걸어 둡니다. 

3. 1월은 한 해의 일 년 중 첫 번째 달이고, 3월은 일 년 중 세 번째 달, 

6월은 일 년 중 여섯 번째 달, 11월은 일 년 중 열한 번째 달이고, 12월은 

일 년 중 열두 번째 달입니다. 

4. 차례로 열세 번째부터 서른한 번째까지 서수를 말하는 것을 익혀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