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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A Birthday Party 
 

Word 
Part of 
Speech Meaning (Korean) 

decorate the room v. 방을 꾸미다 

wrap the present v. 선물을 포장하다 

sign the card v. 카드에 서명하다 

frost the cake v. 케이크에 시럽을 입히다 

plan the games v. 게임을 계획하다 

invite friends v. 친구들을 초대하다 

color the party hats v. 파티 모자를 색칠하다 

prepare the food v. 음식을 준비하다 

 
greet friends v. 친구를 맞이하다 

 
open presents v. 선물을 열다 

 
play musical chairs v. 의자에 먼저 앉기 놀이를 하다 

 
pick a prize v. 상품을 고르다 

 
watch a clown v. 광대를 보다 

 
serve the cake v. 케이크를 주다 

 
pass out party favors v. 파티 선물을 나눠주다 

 
help clean up v. 청소를 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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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Spring at School 
 

Word 
Part of 
Speech Meaning (Korean) 

look for bugs v. 벌레를 찾다 

water plants v. 식물에 물을 주다 

fix a gate v. 문을 수리하다 

paint a fence v. 울타리를 칠하다 

plant seeds v. 씨앗을 심다 

pick lemons v. 레몬을 따다 

pull weeds v. 잡초를 뽑다 

watch birds v. 새를 관찰하다 

 
throw a ball v. 공을 던지다 

 
catch a ball v. 공을 잡다 

 
hit a ball v. 공을 치다 

 
eat outside v. 밖에서 먹다 

 
blow bubbles v. 비눗방울을 불다 

 
dig a hole v. 구덩이를 파다 

 
make a sandcastle v. 모래성을 만들다 

 
sit under a tree v. 나무 아래 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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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In Town 
 

Word 
Part of 
Speech Meaning (Korean) 

take the subway v. 지하철을 타다 

go to the mall v. 쇼핑몰에 가다 

meet a friend v.  친구를 만나다 

buy a dress v. 드레스를 사다 

eat fried chicken v. 후라이드 치킨을 먹다 

have a smoothie v. 스무디를 마시다 

get a haircut v. 머리를 자르다 

see a movie v. 영화를 보다 

 
drugstore n. 약국 

 
post office n. 우체국 

 
coffee shop n. 커피숍 

 
supermarket n. 슈퍼마켓 

 
movie theater n. 영화관 

 
toy store n. 장난감 가게 

 
department store n. 백화점 

 
restaurant n.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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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Fun in Class 
 

Word 
Part of 
Speech Meaning (Korean) 

climb a rope v. 줄을 타다 

do sit-ups v. 윗몸 일으키기를 하다 

do a somersault v. 앞 구르기를 하다 

jump up and down v. 위 아래로 뛰다 

bounce a ball v. 공을 튀기다 

run a race v. 경주를 하다 

jump rope v. 줄넘기를 하다 

play volleyball v. 배구를 하다 

 
piano n. 피아노 

 
violin n. 바이올린 

 
flute n. 플루트 

 
drums n. 드럼 

 
cymbals n. 심벌즈 

 
trumpet n. 트럼펫 

 
cello n. 첼로 

 
recorder n. 리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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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5 The Petting Zoo 
 

Word 
Part of 
Speech Meaning (Korean) 

goats n. 염소(들) 

donkeys n. 당나귀(들) 

rabbits n. 토끼(들) 

ponies n. 
조랑말(들);  

pony 의 복수형 

sheep n. 양(들) 

llamas n. 라마(들) 

geese n. 
거위(들);  

goose의 복수형 

peacocks n. 공작새(들) 

 
stubborn adj. 고집 센 

 
colorful adj. 알록달록한 

 
gentle adj. 온화한, 순한 

 
popular adj. 유명한, 인기 있는 

 
dangerous adj. 위험한 

 
comfortable adj. 편안한 

 
expensive adj. 비싼 

 
crowded adj. 북적대는, 사람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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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My Room 
 

Word 
Part of 
Speech Meaning (Korean) 

posters n. 포스터(들) 

stuffed animals n. 봉제 동물인형(들) 

robots n. 로봇(들) 

model airplanes n. 모형 비행기(들) 

toy boxes n. 장난감 박스(들) 

coloring books n. 색칠공책(들) 

puzzles n. 퍼즐(들) 

cushions n. 쿠션(들) 

 
gloves n. 장갑 

 
scarf n. 스카프 

 
coat n. 코트 

 
T-shirt n. 티셔츠 

 
sandals n. 샌들 

 
raincoat n. 비옷 

 
rain boots n. 장화 

 
poncho n. 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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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Camping 
 

Word 
Part of 
Speech Meaning (Korean) 

backpacks n. 배낭(들) 

tents n. 텐트(들) 

sleeping bags n. 침낭(들) 

water bottles n. 물통(들) 

cameras n. 카메라(들) 

hiking boots n. 등산화(들) 

flashlights n. 손전등(들) 

first-aid kit n. 비상약품 상자 

 
put up a tent v. 텐트를 치다 

 
make a fire v. 불을 피우다 

 
take photos v. 사진을 찍다 

 
ride a horse v. 말을 타다 

 
climb a mountain v. 산에 오르다 

 
look at the stars v. 별들을 보다 

 
sleep in a sleeping bag v. 침낭에서 자다 

 
cook over a fire v. 불에 요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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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8 Around the House 
 

Word 
Part of 
Speech Meaning (Korean) 

make the bed v. 잠자리를 정돈하다 

clean my room v. (나의) 방을 청소하다 

put away my toys v. (나의) 장난감들을 치우다 

feed the dog v. 개에게 먹이를 주다 

sweep the floor v. 바닥을 쓸다 

set the table v. 상을 차리다 

wash the car v. 세차하다 

take out the trash v. 쓰레기를 내다버리다 

 
listen to music v. 음악을 듣다 

 
read a poem v. 시를 읽다 

 
practice English v. 영어를 연습하다 

 
talk with friends v.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play cards v. 카드놀이를 하다 

 
use the computer v. 컴퓨터를 쓰다 

 
play with my cat v. (나의) 고양이와 놀다 

 
watch movies v. 영화를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