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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The Arctic 

1. Arctic은 지구 북극의 주변 지역을 말합니다. 

2. 북극 동물들은 스스로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깃털이나 털이 있습니다. 

3. 북극에서 한 컵의 뜨거운 물이 공중으로 던져지면 땅에 닿기 전에 얼어 버립니다. 

 

Unit 2. Plants 

1. 식물은 생물입니다. 

2. 식물은 자라고 변화합니다. 

3. 대부분의 식물은 땅에서 자랍니다. 

4. 식물은 줄기, 뿌리, 그리고 잎을 갖고 있습니다. 

 

Unit 3. Animals 

1. 동물은 스스로 먹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2. 포유동물, 새, 파충류, 양서류, 물고기, 그리고 곤충은 동물입니다. 

3. 새는 깃털, 날개, 그리고 부리가 있습니다. 

4. 물고기는 지느러미로 수영할 수 있습니다. 

 

 

 



Unit 4. Grass 

1. 풀은 바람의 도움으로 꽃가루와 씨를 퍼뜨립니다. 

2. 옥수수, 밀, 보리, 귀리, 그리고 쌀이 식용으로 사용됩니다. 

3. 그것들은 또한 맥주 같은 술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Unit 5. Deserts 

1.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입니다. 

2. 사막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3. 많은 사막들이 덥지만, 남극과 같은 아주 추운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4. 이런 추운 사막에는 거대한 눈보라가 자주 있습니다. 

 

Unit 6. Oceans 

1. 대양은 큰 소금물 구역입니다. 

2. 대양은 아주 크며, 작은 바다들을 하나로 결합합니다. 

3. 대양은 우리 행성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Unit 7. Families 

1. 가족은 집안일을 함께 하고 서로를 돌봐 줍니다. 

2. 핵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한 명이나 그 이상의 자녀로 구성됩니다. 

3. 대가족은 부모와 아이들뿐 아니라 조부모, 삼촌 등으로 구성됩니다. 

 

 



Unit 8. Homes 

1. 모든 사람들은 날씨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집이 필요합니다. 

2. 주거지는 또한 안전과 쉴 장소를 제공합니다. 

3. 더운 지역에서는 태양을 피하고 미풍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 집이 건설됩니다. 

 

Unit 9. Transportation 

1. 교통수단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해 줍니다. 

2. 교통수단의 필요는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3. 교통수단의 속도와 다양성은 과거보다 더 중요합니다. 

 

Unit 10. Communities 

1. 공동체는 사람들이 같은 환경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2. 도시 지역은 도시와 그 주변의 지역입니다. 

3. 교외는 도시 지역 가까이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4. 시골 지역은 대개 농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nit 11. Needs and Wants 

1.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2.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는 싶지만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3. 뭔가를 먹고 싶은데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Unit 12. Jobs 

1. 일은 사람이 해야 할 작업입니다: 설거지, 고장 난 물건을 고치는 일 등이 있습니다. 

2. 일은 또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3. 그 돈으로 사람들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삽니다. 

4. 그들은 자원봉사자라고 불립니다. 

 

Unit 13. The Goose That Laid the Golden Eggs 

1. 농부는 그 알을 거의 버릴 뻔하다가 생각을 바꾸고 집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2. 매일 아침, 거위는 황금알을 하나씩 낳았고, 농부는 그 알들을 팔아서 이내 부자가 

되었습니다. 

3. 그는 부유해지면서 탐욕스러워졌습니다. 

4. “거위를 갈라 열고 알을 한꺼번에 다 빼내야겠다.” 

 

Unit 14. The Lion and the Mouse 

1.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쥐는 뛰어 돌아다니다가 근처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 생쥐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3. 그 사자가 사냥꾼의 그물에 잡혀 있었습니다. 

4. 생쥐는 그물의 밧줄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Unit 15. Music 

1. 음악은 함께 어울리는 소리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2. 음악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피아노 같은 악기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3. 음악은 귀를 기울여보면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4. 음악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Unit 16. Folk Music 

1. 민속 음악은 일반적으로 직업적인 음악가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연주되거나 혹은 불립니다. 

2. 후손들은 그것을 듣고 따라하면서 배울 것입니다. 

3. 민요 가수는 민요를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Unit 17. Art and Artists 

1. 여러분은 찰흙을 가지고 놀거나, 그림을 그리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2.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들은 예술가라고 불립니다. 

3. 모든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상상력입니다. 

 

Unit 18. Colors 

1. 세상은 색깔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2. 색깔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3. 빨간색,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 같은 색깔은 우리에게 불꽃이나 태양을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Unit 19. Counting 

1. 숫자를 셀 때, 어떤 한 숫자 뒤에 오는 숫자는 항상 1이 더 많습니다. 

2. 숫자를 셀 때, 어떤 한 숫자 앞에 오는 숫자는 항상 1이 더 적습니다. 

3. 5개의 연필을 갖고 있는데 1개를 주어 버린다면, 4개의 연필이 남게 될 것입니다. 

 

Unit 20. Addition 

1. 덧셈은 숫자들을 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세 송이의 꽃을 더 꺾어서 그것들도 그 유리잔에 넣습니다. 

3. 우리는 이 문제를 2 + 3 = 5라고 적습니다. 

4. + 기호는 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