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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The Sun 

1. 다른 별들처럼 태양은 열과 빛을 냅니다. 

2. 태양은 지구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다른 별들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밝아 보입니다. 

 

Unit 2. The Moon 

1. 달은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지구 주위를 돕니다. 

2. 태양으로부터의 빛을 반사하는 달의 부분들만 볼 수 있습니다. 

3. 달은 크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아 보입니다. 

 

Unit 3. Birds 

1. 새들은 깃털을 이용해서 날고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보호합니다. 

2. 새들은 날개와 매우 가벼운 뼈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날 수 있습니다. 

3. 대부분의 새들은 또한 나는 것을 도와주는 짧고 작은 몸통을 갖고 있습

니다. 



Unit 4. Insects 

1. 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 가슴, 그리고 배입니다. 

2. 어떤 곤충들은 매우 작고, 또 어떤 것들은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3. 곤충은 해충이 될 수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Unit 5. Fish 

1. 물고기는 아가미를 이용해서 물속에서 숨쉴 수 있습니다. 

2. 물고기가 아가미 속으로 물을 들이키면, 아가미가 그 물에서 산소를 걸

러냅니다. 

3. 물고기는 수영할 때, 꼬리를 재빨리 움직여 몸통을 앞으로 밉니다. 

 

Unit 6. Human Body 

1. 몸은 수백 개의 다양한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그 중 일부는 볼 수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기관들이 여러분의 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3. 이것은 둘 중 하나가 손상을 입었을 때 여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Unit 7. Goods 

1. 상품은 사람들이 만들거나 재배하는 것들입니다. 

2. 상품은 또한 공장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3.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모든 상품을 직접 만들거나 키울 

수 없습니다. 

 

Unit 8. Tools 

1. 도구는 일을 더 쉽게 해 주는 것들입니다. 

2. 오래 전에, 농부들은 말과 쟁기를 이용하여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3. 컴퓨터는 사람들이 일을 더 빠르게 하고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도와줍니

다. 

 

Unit 9. Asia 

1. 그것은 세계 육지의 약 30%에 걸쳐 있습니다. 

2. 아시아에는 거대한 텅 빈 사막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과 가장 

긴 강들 중 일부가 있습니다. 

3. 아시아는 지중해, 흑해, 북극해,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에 둘러싸여 있습



니다. 

 

Unit 10. Europe 

1. 유럽은 아시아의 북서부에 맞닿아 있고 서쪽으로 대서양까지 뻗어 있습

니다. 

2. 우랄 산맥이 유럽을 아시아로부터 갈라놓고 있습니다. 

3. 알프스 산맥 같은 산맥들은 정상이 아주 높습니다. 

 

Unit 11. Africa 

1. 아프리카 북부는 덥고 건조한 사막입니다. 

2. 북아프리카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3. 아프리카 중부는 덥지만, 풀과 나무들에 물을 주는 비가 많기 때문에 풀

과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Unit 12. North America 

1. 캐나다는 미국의 북쪽 국경에서 세계의 거의 맨 윗부분까지 펼쳐집니다. 

2. 미국은 북아메리카의 중부에 있습니다. 



3. 서쪽으로는 태평양이 있고 동쪽으로는 대서양이 있습니다. 

 

Unit 13. The Hare and the Tortoise 

1. 옛날에, 자신은 빨리 달린다고 항상 자랑하는 토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

다. 

2. 어느 날, 토끼는 다른 동물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보다 더 빨리 

달릴 수는 없을 거야." 

3. 토끼는 쏜살같이 뛰어나갔고, 순식간에 거북이를 훨씬 앞섰습니다. 

 

Unit 14. The Grasshopper and the Ants 

1. 개미들은 다가올 길고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땅 속에 집을 짓고 그 안 

을 식량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2. 그러더니, 나날이 날씨가 더 추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짱이가 노래 

하고 춤추기를 즐기던 들판은 헐벗고 딱딱해졌습니다. 

3. 이제, 추운 겨울날이 베짱이에게 닥쳐, 베짱이는 춥고 배고팠습니다. 

 

Unit 15. Classical Music 



1. 클래식 음악은 재능 있는 음악가들이 작곡해 왔습니다. 

2. 잘 훈련된 다른 음악가들이 그것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3. 클래식 음악을 잘 작곡하고 연주하려면 훌륭한 기술이나 기량이 필요합

니다. 

 

Unit 16. Jazz 

1. 재즈는 1900년경 미국 남부에 있는 뉴올리언스에서 탄생했습니다.  

2. 블루스 음악은 아프리카 음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3. 재즈 음악은 블루스 음악을 유럽 음악과 혼합했습니다. 

 

Unit 17. Activities 

1. 크레용, 매직펜, 색연필, 또는 오일 파스텔을 따뜻하고 시원한 색깔 더미

들로 분류하세요. 

2. 그 다음, 따뜻한 색깔들만 사용해서 나무 그림을 그려 보세요. 

3. 자신의 그림을 놓고 볼 때, 각 그림에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Unit 18. Hunters in the Snow 



1. 겨울에는 봄보다 밝은 색깔들이 더 적습니다. 

2. 이 화가는 추운 겨울 날씨를 나타내기 위해 주로 흰색, 검은색, 그리고 

갈색을 사용했습니다. 

3. 나무들은 헐벗었고 얼어붙은 연못의 얼음같이 찬 회녹색은 하늘의 칙칙

한 색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Unit 19. The Sum and Ways of Saying Addition 

1. 두 개의 숫자를 합할 때 얻는 결과를 합계라고 합니다. 

2. 2 + 3 = 5를 말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3. "2 더하기 3은 5와 같다,” 또는 “2 더하기 3은 5이다,” 또는 “2와 3은 5를 

만든다” 등으로 말합니다. 

 

Unit 20. Greater Than and Less Than 

1. 5가 4보다 1이 더 많기 때문에 숫자 5는 숫자 4보다 더 큽니다. 

2. 이것은 또한 5 ＞ 4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 기호는 ‘~보다 더 큰’을 

의미합니다. 

3. 숫자 3은 숫자 4보다 더 작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