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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파벳
1) 학습 목표: 인사부터 신체까지 기본 컨셉트 익히기
2) 특징
알파벳을 챈트 리듬에 맞춰 따라하다보면 알파벳이 저절로 익혀집니다. 26개의 알파벳과 함께 다양한 형용사 표현을 익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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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토리 들춰보기
1 Letter A to D

A Angry Alliagtor 화난 악어

B Baby Bear 아기 곰

Look! An angry alligator! 보렴! 화난 악어네!
Angry with an A. Angry는 A를 가지고 있네.
Alligator with an A. Alligator도 A를 가지고 있네.
Angry alligator! 화난 악어!
AAA!

Look! A baby bear! 보렴! 아기 곰이네!
Baby with a B. Baby는 B를 가지고 있네.
Bear with a B. Bear도 B를 가지고 있네.
Baby Bear! 아기 곰!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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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rrot Cake 당근 케이크

D Dirty Duck 더러운 오리

Look! A carrot cake! 보렴! 당근 케이크네!
Carrot with a C. Carrot은 C를 가지고 있네.
Cake with a C. Cake도 C를 가지고 있네.
Carrot cake! 당근 케이크!
CCC!

Look! A dirty duck! 보렴! 더러운 오리네!
Dirty with a D. Dirty는 D를 가지고 있네.
Duck with a D. Duck도 D를 가지고 있네.
Dirty duck! 더러운 오리!
DDD!

2 Letter E to H

E Elegant Elephant 우아한 코끼리

F Five Fish 다섯 마리 물고기

Look! An elegant elephant! 보렴! 우아한 코끼리네!
Elegant with an E. Elegant는 E를 가지고 있네.
Elephant with an E. Elephant도 E를 가지고 있네.
Elegant elephant! 우아한 코끼리!
EEE!

Look! Five fish! 보렴! 다섯 마리 물고기네!
Five with an F. Five는 F를 가지고 있네.
Fish with an F. Fish도 F를 가지고 있네.
Five fish! 다섯 마리 물고기!
FFF!

G Green Grapes 청포도

H Hungry Horse 배고픈 말

Look! Green grapes! 보렴! 청포도네!
Green with a G. Green은 G를 가지고 있네.
Grapes with a G. Grapes도 G를 가지고 있네.
Green grapes! 청포도!
GGG!

Look! A hungry horse! 보렴! 배고픈 말이네!
Hungry with an H. Hungry는 H를 가지고 있네.
Horse with an H. Horse도 H를 가지고 있네.
Hungry horse! 배고픈 말!
H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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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tter I to L
I Itsy Bitsy Insect 아주 작은 곤충

J Jumping Jelly Beans 뛰어오르는 젤리빈

Look! An itsy bitsy insect! 보렴! 아주 작은 곤충이네!
Itsy bitsy with an I. Itsy bitsy는 I를 가지고 있네.
Insect with an I. Insect도 I를 가지고 있네.
Itsy bitsy insect! 아주 작은 곤충!
III!

Look! Jumping jelly beans! 보렴! 뛰어오르는 젤리빈이네!
Jumping with a J. Jumping은 J를 가지고 있네.
Jelly beans with a J. Jelly beans에도 J가 있네.
Jumping jelly beans! 뛰어오르는 젤리빈!
JJJ!

K King Koala 코알라 왕

L Lazy Lion 게으른 사자

Look! A king koala! 보렴! 코알라 왕이네!
King with a K. King은 K를 가지고 있네.
Koala with a K. Koala도 K를 가지고 있네.
King koala! 코알라 왕!
KKK!

Look! A lazy lion! 보렴! 게으른 사자네!
Lazy with an L. Lazy는 L을 가지고 있네.
Lion with an L. Lion도 L을 가지고 있네.
Lazy Lion! 게으른 사자!
LLL!

4 Letter M to P
M Messy Monkey 지저분한 원숭이

N Nine Nuts 아홉 개의 견과들

Look! A messy monkey! 보렴! 지저분한 원숭이네!
Messy with an M. Messy는 M을 가지고 있네.
Monkey with an M. Monkey도 M을 가지고 있네.
Messy monkey! 지저분한 원숭이!
MMM!

Look! Nine nuts! 보렴! 아홉 개의 견과들!
Nine with an N. Nine은 N을 가지고 있네.
Nuts with an N. Nuts도 N을 가지고 있네.
Nine nuts! 아홉 개의 견과들!
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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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range Octopus 오렌지색 문어

P Pink Pig 분홍색 돼지

Look! An orange octopus! 보렴! 오렌지색 문어네!
Orange with an O. Orange는 O를 가지고 있네.
Octopus with an O. Octopus도 O를 가지고 있네.
Orange octopus! 오랜지색 문어!
OOO!

Look! A pink pig! 보렴! 분홍색 돼지네!
Pink with a P. Pink는 P를 가지고 있네.
Pig with a P. Pig도 P를 가지고 있네.
Pink pig! 분홍색 돼지!
PPP!

5 Letter Q to T

Q Quiet Queen 조용한 여왕

R Red Rose 빨간 장미

Look! A quiet queen! 보렴! 조용한 여왕이네!
Quiet with a Q. Quiet는 Q를 가지고 있네.
Queen with a Q. Queen도 Q를 가지고 있네.
Quiet queen! 조용한 여왕!
QQQ!

Look! A red rose! 보렴! 빨간 장미네!
Red with an R. Red는 R을 가지고 있네.
Rose with an R. Rose도 R을 가지고 있네.
Red rose! 빨간 장미!
RRR!

S Sad Seal 슬픈 물개

T Twin Tigers 쌍둥이 호랑이들

Look! A sad seal! 보렴! 슬픈 물개네!
Sad with an S. Sad는 S를 가지고 있네.
Seal with an S. Seal도 S를 가지고 있네.
Sad seal! 슬픈 물개!
SSS!

Look! Twin tigers! 보렴! 쌍둥이 호랑이들이네!
Twin with a T. Twin은 T를 가지고 있네.
Tigers with a T. Tigers도 T를 가지고 있네.
Twin tigers! 쌍둥이 호랑이들
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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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etter U to W
U Ugly Uncle 못생긴 삼촌

V Violet Vest 보란색 조끼

Look! An ugly uncle! 보렴! 못생긴 삼촌이네!
Ugly with a U. Ugly는 U를 가지고 있네.
Uncle with a U. Uncle도 U를 가지고 있네.
Ugly uncle! 못생긴 삼촌!
UUU!

Look! A violet vest! 보렴! 보라색 조끼네!
Violet with a V. Violet은 V를 가지고 있네.
Vest with a V. Vest도 V를 가지고 있네.
Violet vest! 보란색 조끼!
VVV!

W Wiggly Worm 꿈틀거리는 벌레

Look! A wiggly worm! 보렴! 꿈틀거리는 벌레네!
Wiggly with a W. Wiggly는 W를 가지고 있네.
Worm with a W. Worm도 W를 가지고 있네.
Wiggly worm! 꿈틀거리는 벌레!
WWW!

7 Letter X to Z
X Six Boxes 여섯 개의 상자들

Y Yellow Yacht 노란색 요트

Look! Six boxes! 보렴! 여섯 개의 상자들이네!
Six with an X. Six는 X를 가지고 있네.
Boxes with an X. Boxes도 X를 가지고 있네.
Six boxes! 여섯 개의 상자들!
XXX!

Look! A yellow yacht! 보렴! 노란색 요트네!
Yellow with a Y. Yellow는 Y를 가지고 있네.
Yacht with a Y. Yacht도 Y를 가지고 있네.
Yellow yacht! 노란색 요트!
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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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Zebra Going ZZZ 잠자는 얼룩말

Look! Zebra going zzz! 보렴! 잠자는 얼룩말이네!
Zebra with a Z. Zebra는 Z를 가지고 있네.
ZZZ with a Z. ZZZ도 Z를 가지고 있네.
Zebra going zzz! 잠자는 얼룩말!
ZZZ!

8 Alphabet Stroy A to C

Hi, Kevin. 안녕, 케빈.
I’m Annie the Alphabet Fairy. 나는 알파벳 요정 애니야.
What do you want? 너는 무엇을 원하니?
I want an apple. 나는 사과를 원해.
Abracadabra! 수리수리마수리!
Oh! It’s an ant. 오! 개미잖아.
Abracadabra! 수리수리마수리!
An alligator? 악어?
It’s an alligator. 이건 악어잖아.
Oh! I’m sorry. 오! 미안해.

Do you want a big banana? 커다란 바나나는 어때?
Yes, I’m hungry. 좋아, 나는 배가 고파.
Abracadabra! 수리수리마수리!
This isn’t a banana. 이것은 바나나가 아니잖아.
It’s a bat. 방망이네.
A baseball bat! 야구방망이!

Key Words

ant 개미

Key Words

apple 사과

alligator 악어

bat 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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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lphabet Stroy D to F

I’m bored. 심심해.
I want to have a dog. 강아지 한 마리 갖고 싶다.
No problem. 문제 없어.
Abracadabra! 수리수리마수리!
A duck and a doughnut. 오리와 도넛이잖아.
Oops! I’m sorry. 아이고! 미안해.
Try again. 다시 한번 해봐.
Abracadabra! 수리수리마수리!
What a cute dog! 정말로 귀여운 강아지다!
Thanks. 고마워.

Okay. Try again. 좋아. 다시 한번 해봐.
Abracadabra! 수리수리마수리!
Wow! 와우!
Have some cake and candies. 케이크랑 사탕 좀 먹어.
Thank you, Alphabet Fairy. 고마워, 알파벳 요정.

Key Words

cat 고양이

Key Words

cake 케이크

candy 사탕

dog 개

doughnut 도넛

How about a fish? 물고기 만들어 줄까?
Yes. 응.
I like fish. 나는 물고기가 좋아.
Abracadabra! 수리수리마수리!
Five fish are flying. 물고기 다섯 마리가 날고 있어.
Oh! A fox is following the fish. 오! 여우가 물고기들을 따라오고 있어.
Oh, no! 오, 안 돼!
Let’s run away! 도망가자!

I want an elephant. 코끼리가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어.
Abracadabra! 수리수리마수리!
Look at that elephant! 저 코끼리 좀 봐!
It’s huge. 정말 거대한걸.
It’s on an egg. 코끼리가 계란 위에 서 있네.
That’s amazing! 놀랍다!

Key Words

Key Words

egg 계란

duck 오리

eggplant 가지

fox 여우

elephant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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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lphabet Stroy G to I

I want to visit my grandma. 할머니집에 가고 싶어.
Okay. 좋아.
Let’s go. 가자.
Abracadabra! 수리수리마수리!
Here we are. 도착했어.
Wow! It’s my grandma’s house. 우와! 할머니집이다.
She is in the garden. 할머니는 정원에 계시네.
Hi, Grandma. 안녕하세요, 할머니.
Oh, no! It’s not my grandma. 오! 우리 할머니가 아닌데.
It’s a gorilla. 고릴라잖아.

This isn’t my grandma’s house. 여긴 우리 할머니집이 아니야.
Oh, look! 오, 저것 봐!
A hen is cooking ham. 암탉이 햄을 요리하고 있어.
Hi, Hen. 안녕, 암탉아.
Can I have some? 좀 먹어 볼 수 있을까?
Thanks. 고마워.
You are a good cook. 너 요리 잘하는구나.

Key Words

Key Words

gorilla 고릴라

garden 정원

grandma 할머니

hen 암탉

ham 햄

house 집

11 Alphabet Stroy J to L

What are these? 이것들은 뭐야?
They’re jelly beans. 젤리빈이야.
So many jelly beans in the jar. 병 안에 젤리빈이 정말 많다.
Have some jelly beans. 젤리빈 좀 먹어 봐.
Hmm. They’re sweet. 음. 달다.
I like red jelly beans. 나는 빨간 젤리빈이 좋아.
I like yellow jelly beans. 나는 노란 젤리빈이 좋아.
I love jelly beans. 나는 젤리빈이 정말 좋아.

An iguana is drawing insects. 이구아나가 곤충을 그리고 있네.
It has many ink bottles. 잉크도 많이 가지고 있구나.
Let’s have a look. 한번 보자.
You are a good artist. 너 그림 잘 그린다.
Wow! Insects are alive. 우와! 곤충들이 살아있어.

Key Words

ink 잉크

Key Words

insect 곤충

iguana 이구아나

jar 병, 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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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looks like a kangaroo. 이건 캥거루처럼 생겼네.
It looks like a koala. 이건 코알라처럼 생겼네.
Have some water. 물 좀 마셔.
Hew. Thanks. 휴. 고마워.
What’s in this kettle? 이 주전자에는 뭐가 들어 있어?
Don’t touch it. 만지지 마.
It’s hot. 뜨거워.

Let’s have lunch outside. 밖에서 점심 먹자.
Okay. 좋아.
Let’s go to the lake. 호수로 가자.
Nice lake. 멋진 호수다.
Look at the ladybug. 무당벌레 좀 봐.
It’s pretty. 예쁘다.
It looks like a red jelly bean. 빨간 젤리빈처럼 보이네.

Key Words

kettle 주전자

Key Words

koala 코알라

kangaroo 캥거루

lake 호수

lunch 점심

ladybug 무당벌레

12 Alphabet Stroy M to O

We need some nuts, too. 견과류도 좀 필요해.
I love nuts. 나는 견과류가 정말 좋아.
They taste good. 맛있다.
Let’s buy some. 좀 사자.
1, 2, 3, …, 9. Nine nuts! 한 개, 두 개, 세 개, …, 아홉 개. 견과류 아홉 개!
We need some more. 조금 더 사야 해.
I will make a necklace. 그걸로 목걸이를 만들 거야.
How? 어떻게?
Abracadabra! 수리수리마수리!
That’s good. 좋아.

There is lots of food here. 여기 음식이 참 많네.
We need some milk. 우리는 우유를 사야 해.
Okay. 알았어.
The muffins smell good. 머핀 냄새가 좋다.
Let’s try some. 한번 먹어 볼까.
Look! There are some melons. 봐! 저기 멜론이 있네.
Melons are my favorite fruit. 멜론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야.
I really love the market. 나는 정말 시장이 마음에 들어.

Key Words

Key Words

muffin 머핀

melon 멜론

milk 우유

necklace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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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lphabet Stroy P to R

Let’s play hide-and-seek! 우리 숨바꼭질하자!
Okay. 좋아.
The pig and the panda can play with us. 돼지와 판다가 우리와 함께 놀 수 있어.
Abracadabra! 수리수리마수리!
Wow! Hi, pink pig! 우와! 안녕, 분홍색 돼지!
Hi, Penny Panda! 안녕, 페니 판다!
And a dirty duck and the queen, too? 그리고 지저분한 오리와 여왕님까지?
Let’s go out and play! 나가서 놀자!

We need some oranges. 오렌지들도 좀 사야 해.
There they are. 저기 있네.
Wow, big oranges! 우와, 오렌지들이 굉장히 크다!
What is this? 이건 뭐야?
It’s an octopus. 문어야.
It looks strange. 이상하게 생겼어.
Oops! 어머나!
I don’t like octopuses. 나는 문어가 싫어.

Key Words

Key Words

orange 오렌지

onion 양파

pig 돼지

octopus 문어

Go and hide! 모두 가서 숨어!
1, 2, 3 … 하나, 둘, 셋…
Let’s hide in the quilt! 퀼트 안에 숨자!
Okay. 알았어.
… 8, 9,10 ……여덟, 아홉, 열.
Ready or not, here I come. 준비가 되었든 안되었든, 이제 찾으러 간다.
Where are you, guys? 어디 있니, 얘들아?
I can’t find you. 너희들을 못 찾겠어.
Quack! Quack! 꽥꽥! 꽥꽥!
I found you. 찾았다.

panda 판다

Where is Annie? 애니는 어디에 있지?
Is Annie in the red roses? 빨간 장미들 속에 있나?
No, she isn’t. 아니, 없네.
I can’t find you, Annie. 애니야, 너 못 찾겠어.
Oh, no! It’s raining. 오, 저런! 비가 온다.
Let’s go in! 안으로 들어가자!
Here I am. 나 여기 있어.
Wait for me. 기다려.

Key Words

Key Words

quilt 퀼트

pink 분홍

queen 여왕

red 빨간

quack 꽥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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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lphabet Stroy S to V

Let’s go to the sea. 바다로 가자.
Yeah! 좋아!
What do we need? 무엇이 필요하지?
Sunglasses! A swimsuit! 선글라스! 수영복!
Annie, make some sandwiches, please. 애니, 샌드위치 좀 만들어 줘.
How many? 몇 개나?
Six sandwiches. 샌드위치 여섯 개.
Abracadabra! 수리수리마수리!
Let’s go. 가자.
Abracadabra! 수리수리마수리!

Wow, nice! 우와, 멋지다!
Set up the tent here. 여기에다 텐트를 세워 줘.
And set the table, please. 그리고 테이블도 준비해 줘.
Sure. Abracadabra! 좋아. 수리수리마수리!
I want to swim in the sea.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다.
Look! A turtle. 봐! 거북이야.
Let’s swim with the turtle. 거북이랑 수영하자.

Key Words

Key Words

sea 바다

six 6, 여섯

sandwich 샌드위치

tent 텐트

Under the sea, we can see many f ish. 바다 아래에는, 물고기를 많이 볼 수 있구나.
Look at that jellyfish. 저 해파리 좀 봐.
It looks like an umbrella. 우산처럼 생겼다.
Look at those violet fish. 저 보라색 물고기들 좀 봐.
They’re very beautiful. 정말 아름답다.
It’s so fun down here. 바닷속은 정말 재밌다.

Key Words

under 아래

umbrella 우산

vest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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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lphabet Stroy W to Z

Annie, I want to see animals. 애니, 동물들을 보고 싶어.
Take me to a zoo. 동물원에 데려다 줘.
OK. That’s easy. 좋아. 그건 쉽지.
Abracadabra! 수리수리마수리!
What’s that noise? 저 시끄러운 소리는 뭐지?
It’s a woodpecker. 딱따구리야.
It’s looking for food. Worms ! 음식을 찾는 중이야. 벌레말이야!
OK. Abracadabra! 좋아. 수리수리마수리!
Oh! It’s not a worm. It’s an apple. 오! 그건 벌레가 아니야. 그건 사과야.
Wait! Look! 잠깐! 봐!
Worms are in the apple. 사과 안에 벌레들이 있어.

Look at the baby foxes. 아기 여우들 좀 봐.
There are six baby foxes. 여섯 마리의 아기 여우들이 있다.
They’re so cute. 정말 귀엽다.
Baby foxes, come play with me. 아기 여우들아, 나랑 놀자.
Mommy fox isn’t so cute. 엄마 여우는 귀엽지 않네.
It’s scary. 엄마 여우는 무서워.

Key Words

worm 벌레

Key Words

woodpecker 딱따구리

wolf 늑대

six 여섯, 6

L et’s ride that yellow bus. 저 노란색 버스를 타자.
The yellow bus is fun. 노란색 버스는 재밌어.
I want to see a zebra. 얼룩말 보고 싶어.
The zebra is sleeping. 얼룩말이 자고 있어.
Hey, zebra. Wake up! 이봐, 얼룩말아. 일어나!
We want to play with you. 너랑 놀고 싶어.
The zoo is always fun. 동물원은 언제나 재밌어.

Key Words

yellow 노란색

yacht 요트

zoo 동물원

zebra 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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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닉스
1) 학습 목표: 단자음부터 이중 모음 익히기
2) 특징
알파벳 자음을 20개의 짧은 스토리로 먼저 배웁니다. 같은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스토리를 통해 각각의 알파벳 소리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 단모음을 20개의 스토리를 통해 단순히 단모음 a, e, i, o, u를 글자로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소리로 끝나는 단어(라임: Rhyme)
를 인식할 수 있는 학습을 통해 알파벳 단모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자의 조음 원리를 배울 수 있는 6개의 스토리
는 글자의 소리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인해 어떻게 변하는지 재미있게 가르쳐 줍니다.

3) 구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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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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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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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토리 들춰보기
1 Consonant Bb

2 Consonant Cc

It’s the cat’s birthday. 고양이의 생일이에요.
The clown cooks a cake. 피에로가 케이크를 만들어요.
One candle is on the cake. 초 한 개가 케이크에 꽂혀 있어요.
The cat cuts the cake. 고양이는 케이크를 잘라요.
Yum, yum, yum. 냠, 냠, 냠.

The brown bear is dirty. 갈색 곰이 더러워요.
The bear jumps in the tub. 곰이 욕조로 뛰어들어요.
He takes a bubble bath. 곰은 거품 목욕을 해요.
Bubble. Bubble. Bubble. 버블. 버블. 버블.

3 Consonant Dd

4 Consonant Ff

The dog is bored. 개는 심심해요.
The dog digs a hole. 개는 땅을 파요.
Dad gets dirty. 아빠가 지저분해졌어요.
Dad is mad. 아빠는 화가 났어요.
“Bad dog!” “나쁜 개야!”

The frog wants food. 개구리는 음식이 먹고 싶어요.
The frog finds a fat fly. 개구리는 뚱뚱한 파리를 발견해요.
Yum, yum, yum. 냠, 냠, 냠.
The frog has a fat tummy. 개구리의 배가 뚱뚱해졌어요.

18

how

Letter S

5 Consonant Gg

6 Consonant Hh

The hippo plays with a hive. 하마가 벌집을 갖고 놀아요.
The bees are angry. Buzz. Buzz. 벌들이 화가 났어요. 윙. 윙.
“Help!” “도와줘!”
“Run, hippo, run!” “뛰어, 하마야, 뛰어!”
The hippo hides in the hen’s house. 하마는 암탉의 집에 숨어요.
“Oops!” “이런!”

The girl has gum. 소녀가 껌을 갖고 있어요.
The gum is yummy. 껌은 맛있어요.
The goat and goose want the gum. 염소와 거위는 껌을 먹고 싶어요.
“No way.” “안 돼.”

7 Consonant Jj

8 Consonant Kk

Sam eats some jam. 샘이 잼을 먹어요.
Sam jumps and jumps! 샘은 폴짝폴짝 뛰어요!
He jumps like a jack-in-the-box. 잭인더박스처럼 뛰어요.
Sam got jam on his jacket. 샘은 재킷에 잼을 묻혔어요.

The king flies a kite. 왕이 연을 날려요.
The kangaroo wants the kite. 캥거루는 연이 갖고 싶어요.
The king gives the kangaroo the kite. 왕은 캥거루에게 연을 줘요.
The kangaroo kisses the king. 캥거루는 왕에게 키스해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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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nsonant Ll

10 Consonant Mm

The baby drinks some milk. 아기가 우유를 마셔요.
The monkey spills some milk. 원숭이는 우유를 쏟아요.
Mom is angry. 엄마는 화가 났어요.
The monkey gets a mop. 원숭이가 자루 걸레를 갖고 와요.
Good monkey! 착한 원숭이예요!

A log is in the lake. 통나무 하나가 호수에 있어요.
The lion sits on the log. 사자가 통나무 위에 앉아요.
The lizard sits on the lion. 도마뱀이 사자 위에 앉아요.
The ladybug sits on the lizard. 무당벌레가 도마뱀 위에 앉아요.

11 Consonant Nn

12 Consonant Pp

Lady Pig wears a pink dress. 돼지 아가씨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She walks in the park. 돼지 아가씨는 공원에서 산책해요.
Watch out for the puddle! 웅덩이를 조심하세요!
Her dress is dirty. 돼지 아가씨의 드레스가 지저분해요.

The boy naps under the tree. 소년이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요.
Nine nuts fall on his nose. 나무 열매 아홉 개가 소년의 코 위에 떨어져요.
Shake, shake, shake. 흔들, 흔들, 흔들.
The boy shakes the tree. 소년이 나무를 흔들어요.
Now he has many nuts. 이제 소년은 많은 나무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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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nsonant Qq

14 Consonant Rr

The queen sleeps on the quilt. 여왕이 누비이불 위에서 잠을 자요.
The duck and the quail come in. 오리와 메추라기가 들어 와요.
“Quack! Quack! Quack!” “꽥! 꽥! 꽥!”
“Be quiet!” “조용히 해!”
The duck and the quail quickly run away.

It rains and rains. 비가 오고 또 오네요.
The rooster is under the roof. 수탉이 지붕 아래에 있어요.
The rat is under the roof. 쥐도 지붕 아래에 있네요.
“Rain, rain, go away!” “비야, 비야, 가 버려라!”
“We want a rainbow.” “우린 무지개가 보고 싶어.”

오리와 메추라기가 급히 도망가네요.

15 Consonant Ss

16 Consonant Tt

The seal sleeps in the sun. 물개가 태양 아래에서 잠을 자요.
He has some sandwiches. 물개는 샌드위치를 가지고 있네요.
The waves take the sandwiches. 파도가 샌드위치를 가져가요.
“Where are my sandwiches?” “내 샌드위치가 어디 있지?”

The turtle likes tea. 거북이는 차를 좋아해요.
The tiger likes toast. 호랑이는 토스트를 좋아해요.
The turtle makes tea for the tiger. 거북이는 호랑이를 위해 차를 끓여요.
The tiger makes toast for the turtle. 호랑이는 거북이를 위해 토스트를 구워요.
The turtle and the tiger are good friends. 거북이와 호랑이는 좋은 친구예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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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onsonant Vv

18 Consonant Ww

The vulture finds a violet flower. 독수리는 보라색 꽃을 발견해요.
The vulture sits on the volcano. 독수리는 화산 위에 앉아요.
Boom! Boom! Boom! 꽝! 꽝! 꽝!
The vulture gets hurt. 독수리가 다쳐요.
He goes to a vet. 독수리는 수의사에게 가요.

The witch makes magic soup. 마녀가 마법의 스프를 만들어요.
She puts a wiggling worm in the soup.
마녀는 꿈틀거리는 벌레를 스프에 넣어요.
A wolf’s tail and fly’s wings, too. 늑대 꼬리와 파리 날개도 넣어요.
Pop! 펑!
What a mess! 어휴 지저분해!

19 Consonant Xx•Yy

20 Consonant Zz

The fox finds a big box. 여우는 큰 상자를 발견해요.
The fox opens the box. 여우는 그 상자를 열어요.
Surprise! 놀랬죠!
There is a yellow yo-yo in the box. 그 상자에는 노란색 요요가 들어 있어요.
The yellow yo-yo is fun. 노란색 요요는 재미있어요.

The zebra doesn’t like zucchini. 얼룩말은 애호박을 싫어해요.
The zebra runs out of the zoo. 얼룩말은 동물원에서 달아나요.
The zebra zigzags on the road. 얼룩말은 길 위를 지그재그로 가요.
Look! 봐요!
Zucchini are everywhere. 온통 애호박 투성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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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Short A a-

22 Short A -an

There are apples on the tree. 사과들이 나무에 달려 있어요.
The ant gets hungry. 개미는 배가 고파져요.
The alligator gets hungry, too. 악어도 배가 고파져요.
The astronaut helps them. 우주비행사가 그들을 도와줘요.
“The apples are yummy!” “사과가 참 맛있다!”

Who’s in the van? 승합차 안에 누가 있나요?
A man is in the van. 남자 한 명이 있어요.
The man has a pan. 그 남자는 후라이팬을 갖고 있어요.
The man opens a can. 남자는 캔을 따요.
“Wow! It looks delicious!” “와! 맛있어 보여요!”

23 Short A -ap

24 Short A -at

A mat is on the floor. 매트가 바닥 위에 있어요.
A new hat is on the mat. 새 모자가 매트 위에 있어요.
The rat sits by the hat. 쥐가 모자 옆에 앉아요.
The cat jumps at the rat. 고양이가 쥐를 향해 점프해요.
The hat is flat. 모자가 납작해졌어요.

The boy takes a nap. 소년이 낮잠을 자요.
His cap is on his lap. 소년의 모자가 무릎 위에 있네요.
The puppy plays with the cap. 강아지가 모자를 갖고 놀아요.
The boy looks for his cap. 소년이 모자를 찾아요.
The cap is on the map. 모자가 지도 위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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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Short E e-

26 Short E -ed

The elephant goes to the store. 코끼리가 가게에 가요.
The elephant sees boxes. 코끼리는 상자들을 봐요.
The boxes have eggs and eggplants. 상자에는 계란과 가지가 있어요.
He buys all the eggs and eggplants. 코끼리는 계란과 가지를 모두 사요.
Now the store is empty. 가게가 텅 비었어요.

Ted is in bed. 테드는 침대에 누워 있어요.
His face is very red. 테드의 얼굴이 매우 빨개요.
Ted dreams of a red sled. 테드는 빨간 썰매 꿈을 꿔요.
Dad comes to Ted. 아빠가 테드 곁에 왔어요.
He has a red sled for Ted. 아빠는 테드를 위해 빨간 썰매를 가져왔어요.

27 Short E -en

28 Short E -et

Ken has a magic pen. 켄은 마법의 펜을 가지고 있어요.
Ken draws a hen. 켄은 암탉을 그려요.
He draws ten gold eggs. 켄은 황금알 열 개를 그려요.
Abracadabra! 수리수리마수리!
Two men want the magic pen. 두 남자가 마법의 펜을 가지고 싶어 해요.

Bret plays with his jet. 브렛은 장난감 제트기를 가지고 놀아요.
He plays with his pet. 브렛은 애완견과 함께 놀아요.
“You’re all wet.” “너 다 젖었구나.”
The pet sees the vet. 애완견은 수의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The vet is all wet. 수의사 선생님도 다 젖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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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Short I -ig

29 Short I i-

It’s time for a party. 파티를 할 시간이에요.
A big pig eats a fig. 큰 돼지는 무화과를 먹어요.
A small pig puts on a wig. 작은 돼지는 가발을 써요.
“It’s time for a dance.” “춤 출 시간입니다.”
All the pigs dance together. 돼지들은 모두 함께 춤을 춥니다.

The iguana is building a house. 이구아나가 집을 짓고 있어요.
The Indian boy is building an igloo. 인디언 소년은 이글루를 짓고 있어요.
The iguana wants to live in the igloo. 이구아나는 이글루에 살고 싶어요.
“Let’s trade.” “우리 집을 바꾸자.”
“No.” “싫어.”

31 Short I -in

32 Short I -ing

The king has a magic ring. 왕은 마법의 반지를 가지고 있어요.
The king makes magic wings. 왕은 마법의 날개를 만들어요.
He flies with his wings. 왕은 날개로 훨훨 날아다녀요.
The king sings. 왕은 노래를 불러요.
La la la. 랄랄라.

Tim and Tina are twin fish. 팀과 티나는 쌍둥이 물고기예요.
Tim has big fins. 팀은 큰 지느러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Tina has a small fin. 티나는 지느러미 하나가 작아요.
One day, Tina finds a pretty pin. 어느 날, 티나는 예쁜 핀을 발견해요.
Now, she has a pretty fin. 이제, 티나는 예쁜 지느러미를 가지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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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hort O o-

34 Short O -og

The octopus plays the piano. 문어는 피아노를 연주해요.
The ox sings a song. 황소는 노래를 불러요.
“I like olives. Olives are great!” “나는 올리브가 좋아. 올리브는 맛있어!”
The ostrich wants to sleep. 타조는 잠을 자고 싶어요.
“Be quiet!” “조용히 좀 해!”

A log is in the fog. 안개 속에 통나무가 하나 있어요.
The hog sleeps on the log. 수퇘지가 통나무 위에서 자요.
The dog jumps on the log. 개가 통나무 위로 뛰어올라요.
The hog runs away. 수퇘지는 도망을 가네요.
Now the dog is on the log. 이제는 개가 통나무 위에 있어요.

35 Short O -ot

36 Short O -ock

The baby has a sock and a rock. 아기는 양말과 돌을 가지고 있어요.
He has a lock and a clock. 아기는 자물쇠와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Where’s the rock? 돌이 어디 갔지?
It’s in the sock. 양말 안에 있네.
Where’s the lock? 자물쇠는 어디 있지?
It’s behind the clock. 시계 뒤에 있네.

Spot finds some dots. 스팟은 점들을 발견해요.
Spot follows the dots. 스팟은 그 점들을 따라가요.
Spot finds a big pot. 스팟은 큰 솥을 발견해요.
“Soup!” “수프다!”
“It’s too hot!” “너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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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Short U u-

38 Short U -ug

Uncle is under an umbrella. 삼촌은 우산 아래에 있어요.
The mouse looks up. 쥐가 올려다봐요.
He looks up at Uncle’s umbrella. 쥐는 삼촌의 우산을 올려다봐요.
He looks up at a leaf. 쥐는 나뭇잎을 올려다봐요.
Now the mouse is under an umbrella.

The cat is on the rug. 고양이는 깔개 위에 있어요.
The bug is in the jug. 벌레는 물병 속에 빠졌네요.
“Help!” “살려 주세요!”
The cat helps the bug. 고양이는 벌레를 도와줘요.
The bug hugs the cat. 벌레는 고양이를 안아 줘요.
“Thank you.” “고마워요.”

이제 쥐는 나뭇잎 우산 아래에 있어요.

39 Short U -un

40 Short U -ut

I have a bun. 나한테는 빵이 하나 있어요.
I have fun in the sun. 나는 햇볕 속에서 놀아요.
I run in the sun. 나는 햇볕 속에서 달리기도 하구요.
“Let’s run!” “우리 달리자!”
My dog doesn’t like to run. 내 개는 달리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But he likes my bun. 그렇지만 내 빵은 좋아해요.

Daddy cuts the tree. 아빠는 나무를 잘라요.
He builds a hut. 아빠는 오두막을 지어요.
Mommy picks up nuts. 엄마는 견과류를 주워요.
She bakes a nut cake. 엄마는 견과류 케이크를 구워요.
“Let’s cut the nut cake!” “우리 견과류 케이크 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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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Word Fun with Pam
Pam loves to play with letters.

She makes words and reads them aloud.

I have the letters c, a, and t .

Then the words come to life.

Put them together.

I have the letters c, a, and t. 글자 c, a, t가 있어.
Put them together. 모두 합해 보자.
Here is my cat. 고양이가 되었네.

Pam loves to play with letters. Pam은 글자놀이를 아주 좋아해요.
She makes words and reads them aloud.
단어를 만들어 큰 소리로 읽지요.

Then the words come to life.

The cat drops the c.

Here is my cat.

그러면 단어가 살아나요.

Now the cat is fat.

Don’t be mad.

What do you have?
The cat has m, a, and d.

I bring in an f.

The cat drops the c. 고양이가 c를 떨어뜨렸어.
I bring in an f. 내가 f를 가져왔지.
Now the cat is fat. 그러니까 고양이가 뚱뚱해졌네.

Move the m away.

What do you have? 뭘 갖고 있니?
The cat has m, a, and d. 고양이가 m, a, d를 가지고 있구나.
Don’t be mad. 화내지 마.

Are you sad?

Bring in an a and a p.

Good. Now we have n, a, and p.

Will you bring in an n?

Come and take a nap.

Don’t be sad.

An s?

Move the m away. m을 치워 버리자.
An s? s를 가져왔네?
Are you sad? 기분이 안 좋구나?
Don’t be sad. 기분 풀어.

Bring in an a and a p. a와 p를 가져왔어.
Will you bring in an n? n을 가져올래?
Good. Now we have n, a, and p.
잘했어. 이제 n, a, p가 있으니…….

Come and take a 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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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no! The cat pulls the n away.

Aha! You want to nap on a map !

Shh! Now it’s your turn.

Make some words and read them aloud.
Then the words will be yours.

He brings in an m.

Oh no! The cat pulls the n away. 저런! 고양이가 n을 치워 버리네.
He brings in an m. m을 가져왔어.
Aha! You want to nap on a map!

Shh! Now it’s your turn. 쉿!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Make some words and read them aloud.
단어를 만들어 큰 소리로 읽어 보세요.
Then the words will be yours. 그러면 그 말은 여러분 것이 될 거예요.

아하! 지도 위에서 낮잠 자고 싶구나!

42 Word Fun with Meg and Ben
Meg and Ben love to play with letters.

Ben begins with b, e, and d.

They put letters in and take some out.

Meg puts them together to make a bed.

They make words and love to shout.

Meg와 Ben은 글자놀이를 무척 좋아해요.

Ben begins with b,e, and d. Ben이 b, e, d로 시작해요.
Meg puts them together to make a bed.

They put letters in and take some out.

Meg가 글자를 합해서 침대를 만들어요.

Meg and Ben love to play with letters.

글자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지요.

They make words and love to shout.
새 단어를 만들어 큰 소리로 읽는 걸 좋아해요.

Ben bats out the b.

The bed is

red.

And she wheels in a w.

Meg begins with jet .

She jogs out with the j.

Uh-oh! Meg gets

wet.

He rolls in an r.

Ben bats out the b. Ben이 야구방망이로 b를 쳐냈어요.
He rolls in an r. r을 굴려 들어왔어요.
The bed is red. 빨간 침대가 되었어요.

Meg begins with jet. Meg는 jet로 시작해요.
She jogs out with the j. j를 들고 뛰어가요.
And she wheels in a w. 그러고는 w를 실어 와요.
Uh-oh! Meg gets wet. 저런! Meg가 젖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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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Ben plays with the word hen.

He hits out the h.

Ben spells pen for the red hen.

Then he pulls in a p.

Now Ben plays with the word hen.

He hits out the h. h를 쳐내고.
Then he pulls in a p. p를 끌어와요.
Ben spells pen for the red hen.

이번엔 Ben이 단어 hen을 가지고 놀아요.

Ben이 빨간 암탉에게 닭장을 만들어 주네요.

Meg and Ben need to run.

So grab the letters and spell some words.

Word playtime is done.

Bet you will have fun!

Meg and Ben need to run. Meg와 Ben은 이제 가야 해요.
Word playtime is done. 글자놀이 시간이 끝났으니까요.
So grab the letters and spell some words.
이제 글자를 들고 단어를 만들어 보세요.

Bet you will have fun! 틀림없이 재미있을 거예요!

43 Word Fun with Little Tim
Wipe off the p.

Tim makes a big pig.

p, i, and g.

Look! Here’s spilt milk.

Tim writes

It looks like a pig.

It’s the word pig.

Bring in a b.

Wipe off the p. p를 지워요.
Bring in a b. b를 가져와요.
Tim makes a big pig. Tim이 커다란 돼지를 그렸네요.

Look! Here’s spilt milk. 보세요! 우유가 쏟아졌어요.
It looks like a pig. 그 모양이 돼지 같아요.
Tim writes p, i, and g. Tim이 글자 p, i, g를 써요.
It’s the word pig. pig, 바로 ‘돼지’라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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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t up the b.

Add an x.

Bring in an m.

Eat up the m.

They spell six.

Now it’s the word mix.
Make a sweet s.

Wipe off the g.

Eat up the b. b를 먹어요.
Bring in an m. m을 가져와요.
Wipe off the g. g를 지우고
Add an x. x를 놓아요.
Now it’s the word mix. 이제 mix가 되었어요.

Eat up the m. m을 먹어요.
Make a sweet s. 젤리로 s를 만들어요.
They spell six. six가 되었어요.

Eat up the x.

Change the s to an l.

You have some milk on your lip.

Are you thirsty?

Sip some milk.

Put in a p.

Eat up the x. x를 먹고,
Put in a p. p를 놓아요.
Are you thirsty? 목마르니?
Sip some milk. 우유를 조금 마시렴.

Making words is easy and fun.

Change the s to an l. s를 l로 바꿔요.
You have some milk on your lip. 입술에 우유가 좀 묻었네요.

And sometimes yummy!

Making words is easy and fun. 단어 만들기는 쉽고 재미있어요.
And sometimes yummy! 때론 맛있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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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Word Fun with Dot
Dot jogs in with d,

Dot grabs letters and spells a lot.

o, and g.

She spells out dog. That’s her!

Making new words is fun for Dot!

Dot jogs in with d, o, and g. Dot이 d, o, g를 들고 뛰어 들어와요.
She spells out dog. Dog, 개가 되었네요.
That’s her! 바로 Dot이지요!

Dot grabs letters and spells a lot.
Dot은 글자를 가지고 단어를 많이 만들어요.

Making new words is fun for Dot!
새로운 단어 만드는 걸 아주 재미있어하거든요!

She drops the d.

Look! There’s a frog on a log.

The frog grabs the letters p,

o, and p.

Pop ! Out pops another little frog!

And she lifts an l.

She drops the d. d를 떨어뜨리고,
And she lifts an l. l을 끌어당겨요.
Look! There’s a frog on a log. 와! 개구리가 통나무 위에 있어요.

The frog grabs the letters p, o, and p.
개구리가 글자 p, o, p를 갖고 있어요.

Pop! Out pops another little frog!
펑! 개구리가 또 한 마리 나타났어요!

The frogs push out the p .

Dot and the frogs hop and hop and hop .

They pull in an h.

The frogs push out the p. 두 개구리가 p를 밀어 버리고
They pull in an h. h를 끌어왔어요.
Dot and the frogs hop and hop and hop.

Dot pops out the p. Dot이 p를 툭 쳐냈고,
The frogs tug in a t. 개구리들은 t를 끌어왔어요.
Dot and the frogs are hot. Dot과 개구리는 너무 더워요.

Dot과 개구리들은 폴짝폴짝 뛰고, 뛰고, 또 뛰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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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ogs hop away with the h. 개구리들은 h를 가지고 뛰어가고,
Dot runs in with an n. Dot은 n을 들고 뛰어와요.
Now they are not hot. 이제는 덥지 않아요.

Making words is lots of fun. 새 단어를 만드는 건 정말 재미있어요.
Dot and the frogs do not stop.
Dot과 개구리들은 쉬지 않고 글자놀이를 해요.

Can you make one? 여러분도 한번 해 볼래요?

45 Word Fun with Smart Gus
I am little, but I am smart.

I’ll show you.

I can make the words that I want.

See!

Put them together.

That’s me, a smart

내가 만들고 싶은 단어는 뭐든 만들 수 있단다.
잘 보렴.

Brush off the b.

Now I have a rug to sit on.

The r runs away.

Bring in an r.

Brush off the b. b를 지우고,
Bring in an r. r을 가져와.
Now I have a rug to sit on.

bug.

I have the letters b, u, and g. b, u, g가 있어.
Put them together. 모두 합하면.
See! That’s me, a smart bug. 봐! 똑똑한 bug, 벌레, 바로 나지.

I am little, but I am smart. 작지만 나는 똑똑해.
I can make the words that I want.
I’ll show you.

I have the letters b, u, and g.

Here comes an h.

The r runs away. r이 도망가고.
Here comes an h. h가 왔네.
Give me a hug. 날 안아 주렴.

앉을 수 있는 깔개가 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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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away the g.

It’s a hut, my sweet home.

Put away the h.

A yummy nut !
I like nuts.

Put in an n.

Tug in a t.

Take away the g. g를 치우고,
Tug in a t. t를 당겨 와.
It’s a hut, my sweet home. hut, 오두막이야, 즐거운 우리집.

Put away the h. h를 치우고,
Put in an n. n을 가져와.
A yummy nut! 맛있는 땅콩!
I like nuts. 난 땅콩이 좋아.

Bring in an s.

Now I want to run.
Find the word run.

I’m a smart bug, as you know!

You can make words, just like me.
Show me!

Set me in the sun.
Oh, the r runs away again!

Time to rest!

Now I want to run. 이제 그만 가야겠어.
Find the word run. run을 찾아야지.
Oh, the r runs away again! 저런 r이 또 도망가네!
Bring in an s. 대신 s를 가져와야지.
Set me in the sun. 이제 나를 햇살 아래 놓아 주오.
Time to rest! 그만 쉬어야겠어!

I’m a smart bug, as you know!
난 정말 똑똑해.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You can make words, just like me.
여러분도 단어를 만들 수 있어요, 나처럼 말이에요.

Show me! 한번 해 보세요!

46 Word Fun with Fat Rat
Fat Rat has a special letter e.

Fat Rat finds words and makes them new.

It makes magic, so we call it Magic e.

Fat Rat sees the word hop.

Wow! Hop changes into hope.

He takes out his Magic e.

The Magic e does not speak,
but it makes changes.

Presto! Magic!

Fat Rat has a special letter e. Fat Rat에겐 특별한 e가 있어요.
It makes magic, so we call it Magic e.

Fat Rat sees the word hop. Fat Rat이 단어 hop을 봤어요.
He takes out his Magic e. Magic e를 꺼냈지요.
Presto! Magic! 이얍!
Wow! Hop changes into hope. 와! hop이 hope가 되었어요.
The Magic e does not speak, but it makes changes.

마술을 부릴 수 있어서, Magic e라고 하지요.

Fat Rat finds words and makes them new.
Fat Rat은 단어를 찾아 새롭게 만들어요.

Magic e는 소리는 나지 않지만, 변화를 가져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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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 Rat has a cap.

Fat Rat wants a bit of pie.

Presto! Magic!

Presto! Magic!

Fat Rat takes a bite of the pie.

Fat Rat flies with a cape.

Fat Rat has a cap. Fat Rat이 모자를 쓰고 있어요.
Presto! Magic! 이얍!
Fat Rat flies with a cape. Fat Rat이 망토를 두르고 나네요.

Fat Rat wants a bit of pie. Fat Rat은 파이를 한 조각 먹고 싶었어요.
Presto! Magic! 이얍!
Fat Rat takes a bite of the pie.
Fat Rat이 파이를 한 입 베어 먹었네요.

“Can I cut it?
I’ll show you something,” said Fat Rat.

“Wow! It’s so cute,” said Sal.

“I can change your name, too,” said Fat Rat.
Presto! Magic!

Presto! Magic!

“Can I cut it? I’ll show you something,” said Fat Rat.

“I can change your name, too,” said Fat Rat.

“이걸 좀 잘라도 되니? 내가 뭘 보여 줄게.” Fat Rat이 말했어요.

“네 이름도 바꿀 수 있어.” Fat Rat이 말했어요.
Presto! Magic! 이얍!

Presto! Magic! 이얍!
“Wow! It’s so cute,” said Sal. “와! 정말 귀엽다!” Sal이 말했어요.

Isn’t that a cute magic trick?
Now make your own Magic e trick!

Isn’t that a cute magic trick? 정말 멋진 마술이지요?
Now make your own Magic e trick!
이제 여러분도 Magic e 마술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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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트 워즈
1) 학습 목표: 스토리로 사이트 워즈(sight words) 익히기
2) 특징
사이트 워즈(sight words) 학습은 파닉스 규칙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노출 빈도가 높은 단어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파닉스 규칙의 해독 과
정을 거치지 않고, 단어를 눈으로 보자마자 바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하므로 읽기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영어 읽기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속 영상을 통해 사이트 워즈(sight words)와 초등영어 필수 어휘를 익힐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리더(independent
reader)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3) 구성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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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토리 들춰보기
1 Let’s Play

Let’s play. 우리 놀아요.
Let’s play Snakes and Ladders. 뱀과 사다리 게임을 하며 놀아요.

This is a snake. 이건 뱀이에요.
We go down snakes. 뱀은 타고 내려가요.
This is a ladder. 이건 사다리예요.
We go up ladders. 사다리는 타고 올라가요.
Let’s play now. 이제 게임을 시작해요.

I throw one and two. 1과 2가 나와요.
One and two is three. 1 더하기 2는 3이에요.
I go three. 나는 세 칸을 가요.
One! Two! Three! 하나! 둘! 셋!

You throw four and six. 동생은 4와 6이 나와요.
Four and six is ten. 4 더하기 6은 10이에요.
You go ten. 동생은 열 칸을 가요.

Mom throws five and one. 엄마는 5와 1이 나와요.
Five and one is six. 5 더하기 1은 6이에요.
Mom goes six. 엄마는 여섯 칸을 가요.
Mom goes up the ladder. 엄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요.

Dad throws three and five. 아빠는 3과 5가 나와요.
Three and five is eight. 3 더하기 5는 8이에요.
Dad goes eight. 아빠는 여덟 칸을 가요.
I throw again. 나는 (주사위를) 다시 던져요.
You throw again. 동생도 (주사위를) 다시 던져요.
Mom throws again. 엄마도 (주사위를) 다시 던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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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throw again and again and again.

Dad throws again. 아빠도 (주사위를) 다시 던져요.
Seven. 7이 나와요.
Dad goes down the snake. 아빠는 뱀을 타고 내려가요.

우리는 주사위를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요.

Who will win? 누가 이길까요?
A nine! 9가 나와요!
I win. 내가 이겼어요.
Let’s play again. 우리 또 게임해요.

2 Dad Is Sleeping

Dad isn’t sleeping now. 아빠는 지금은 자고 있지 않아요.
He is looking at the clock. 아빠가 시계를 보고 있어요.
It is nine. 9시예요.
Dad jumps out of bed. 아빠가 침대에서 뛰어나와요.
He doesn’t wash. 아빠는 씻지 않아요.
He doesn’t eat. 아빠는 먹지 않아요.

Dad is sleeping. 아빠가 자고 있어요.
A bird is singing. 새가 노래하고 있어요.
The children are playing. 아이들은 놀고 있어요.

Dad sees one more bus. 아빠가 버스 한 대를 더 봐요.
The bus stops. 버스가 멈춰요.
Dad gets on the bus. 아빠는 버스에 타요.
Dad looks for his money. 아빠가 돈을 찾아요.
He has no money. 아빠는 돈이 없어요.

Dad runs out of the house. 아빠는 집에서 뛰어나와요.
He sees a bus. 아빠는 버스를 봐요.
But the bus doesn’t stop. 하지만 버스는 멈추지 않아요.
Dad sees a taxi. 아빠가 택시를 봐요.
But the taxi doesn’t stop. 하지만 택시는 멈추지 않아요.

He gets off the bus. 아빠가 버스에서 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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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 runs and runs. 아빠는 뛰고 또 뛰어요.
He falls over. 아빠가 넘어져요.
Dad gets up. 아빠가 일어나요.
He runs and runs again. 아빠는 뛰고 또 뛰어요.

Dad gets to work. 아빠가 회사에 도착해요.
He looks at the clock. 아빠가 시계를 봐요.
It is ten. 10시예요.
The door is not open. 문이 열리지 않아요.
It is Sunday! 오늘은 일요일이네요!

Dad is going home. 아빠가 집으로 가고 있어요.
He walks and walks. 아빠는 걷고 또 걸어가요.
He is hot. 아빠는 더워요.

A bird is singing. 새가 노래하고 있어요.
The children are playing. 아이들은 놀고 있어요.
But Dad is sleeping. 하지만 아빠는 자고 있어요.

3 Chocolate Faces

They look good. 예뻐 보인다.
Let’s make chocolate faces together. 함께 초콜릿 얼굴을 만들어 보자.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니?
I am making chocolate faces. 초콜릿 얼굴을 만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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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wash your hands. 먼저, 손을 씻어.
We need big, round cookies. 크고 둥근 쿠키가 필요해.
We need some chocolate. 초콜릿이 필요해.
We need some hot water. 뜨거운 물도 필요해.

I put hot water in here. 내가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을게.
You put the chocolate in the cup. 넌 컵에 초콜릿을 담아.
Now, let’s put this cup in here. 자, 이 컵을 그릇에 넣자.

Look at the chocolate. 초콜릿을 봐.
It now looks like brown water. 초콜릿이 이제 갈색 물처럼 보이지.
I put the chocolate onto the cookies. 내가 초콜릿을 쿠키 위에 바른다.

This cookie is Dad. 이 쿠키는 아빠(얼굴)야. I draw big eyes. 나는 큰 눈을 그려.
I draw a long nose. 나는 긴 코를 그려. I draw a happy mouth, too. 나는
행복한 입도 그려. Dad looks good. 아빠(얼굴 쿠키)가 멋져 보인다.
This cookie is Mom. 이 쿠키는 엄마(얼굴)야. I draw round eyes. 나는 둥근
눈을 그려. I draw a small nose. 나는 작은 코를 그려. I draw a small mouth,
too. 나는 작은 입도 그려. Mom looks good. 엄마(얼굴 쿠키)가 예뻐.

This cookie is me. 이 쿠키는 나야.
I have pretty eyes, a pretty nose, and a pretty mouth.

Where is Dad? 아빠(얼굴 쿠키)는 어디 있지?
Where is Mom? 엄마(얼굴 쿠키)는 어디 있지?
I don’t know. 몰라.

나는 예쁜 눈, 예쁜 코, 예쁜 입을 가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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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ho Is at the Door?

Today is my birthday. 오늘은 내 생일이에요.
I will have a party. 나는 파티를 할 거예요.
I have six special friends. 나는 여섯 명의 특별한 친구들이 있어요.

Who is at the door? 문 밖에 누가 왔을까요?
“Hi, Jenny!” “안녕, 제니!”
Jenny is special. 제니는 특별해요.
She is good at sports. 제니는 운동을 잘해요.
She can jump high and run fast. 제니는 높이 점프하고 빨리 달릴 수 있어요.

Who is at the door? 문 밖에 누가 왔을까요?
“Hello, Tom!” “안녕, 톰!”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해.”
Tom is special, too. 톰 역시 특별해요.
He is good at singing. 톰은 노래를 잘 불러요.

Who is at the door? 문 밖에 누가 왔을까요?
“Hi, Sue!” “안녕, 수!”
Sue is kind. 수는 친절해요.
She helps people. 수는 사람들을 도와줘요.

Another special person is at the door. 또 한 명의 특별한 친구가 문 밖에 왔어요.
This is Lisa. 이 친구는 리사예요.
She is funny. 리사는 재미있어요.
She makes people laugh. 리사는 친구들을 웃게 해요.

Two more special people are at the door.
두 명의 특별한 친구들이 문 밖에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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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Sam. 이 친구는 샘이에요.
He is clever. 샘은 똑똑해요.
He reads many books. 샘은 책을 많이 읽어요.
This is Tina. 이 친구는 티나예요.
She is very special. 티나는 매우 특별해요.
She is good at soccer. 티나는 축구를 잘해요.

I have special friends. 나는 특별한 친구들이 있어요.
Do you have special friends? 당신은 특별한 친구들이 있나요?
What are they good at? 친구들은 무엇을 잘하나요?

5 My Dog, Snow

This is my dog, Snow. 이 개는 나의 개, 스노우야.
Snow is good. 스노우는 똑똑한 개야.
I say “Run” and Snow runs. 내가 “뛰어” 하면 스노우는 뛰어.
I say “Sit” and Snow sits. 내가 “앉아” 하면 스노우는 앉아.


This is my dog, Pretty. 이 개는 나의 개, 프리티야.
Pretty is better than Snow. 프리티가 스노우보다 더 똑똑해.
I say “Jump” and Pretty jumps. 내가 “점프해” 하면 프리티는 점프해.
I say “Sleep” and Pretty sleeps. 내가 “자” 하면 프리티는 잠을 자.

Snow is better than Pretty. 스노우가 프리티보다 더 똑똑해.
He can open a door. 스노우는 문을 열 수 있어.

Snow can catch a ball. 스노우는 공을 잡을 수 있어.
Pretty can catch and throw balls. 프리티는 공을 잡고 던질 수도 있어.

Pretty is better than Snow. 프리티가 스노우보다 더 똑똑해.
She can open a window. 프리티는 창문을 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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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ty watches TV. 프리티는 TV를 봐.
I read books to Snow. 나는 스노우에게 책을 읽어 주지.
Pretty reads books to me. 프리티는 나에게 책을 읽어 줘.


Snow
draws pictures. 스노우는 그림을 그려.
Pretty paints pictures. 프리티는 색칠도 해.
Snow painted this picture. 스노우가 이 그림을 색칠했어.

 sunny days, 맑은 날,
On
Snow goes swimming. 스노우는 수영하러 가.
On snowy days, 눈 오는 날,
Pretty goes skiing. 프리티는 스키를 타러 가.

My boy, Sam is good. 내 친구, 샘은 똑똑해.
He can ride a bike. 샘은 자전거를 탈 수 있어.
My girl, Jenny is better. 내 친구, 제니는 더 똑똑해.
She can fly a plane. 제니는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어.

6 Little Monsters

It is night. 밤이에요.
Tim cannot sleep. 팀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His door is open. 팀의 방문이 열려 있어요.
Light comes in. 빛이 들어와요.

What is that? 저건 뭐죠?
Is it a monster? 괴물인가요?
Is it a monster laughing? 괴물이 웃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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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s only the TV. 아니에요. 텔레비전일 뿐이에요.
Mom and Dad are watching a funny show. 엄마 아빠가 웃긴 쇼를 보고 있어요.

Tim still can’t sleep. 팀은 여전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What is that? 저건 뭐죠?
Is it a monster walking? 괴물이 걷고 있는 건가요?
No, it’s only Dad. 아니에요. 아빠일 뿐이에요.
Dad is getting a drink. 아빠가 물을 마시고 있어요.

Tim still can’t sleep. 팀은 여전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Now, the lights are off. 이제 불이 꺼졌어요.
What are those lights? 저 불빛들은 뭐죠?
Are they lights from a spaceship? 우주선에서 나오는 빛일까요?

No, they are an owl’s eyes. 아니에요. 부엉이 눈이에요.
An owl is sitting in the tree. 부엉이 한 마리가 나무에 앉아 있어요.
Now, Tim is sleeping. 이제 팀은 잠들었어요.
He is smiling. 팀이 미소 짓고 있네요.
There are no monsters. 괴물은 없어요.

What is that? Is it an owl? 저건 뭐죠? 부엉이인가요?
What is that? Is it the TV? 저건 뭐죠? 텔레비전인가요?
Who is that? Is it Daddy? 저건 누구죠? 아빠인가요?

No, it’s only three baby monsters playing.
아니에요. 세 아기 괴물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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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ngry Mom, Beautiful Rainbow

It is raining. 비가 내리고 있어요.
Paul looks out the window. 폴이 창밖을 봐요.
He sees black clouds. 폴은 먹구름을 봐요.

The rain stops. 비가 그쳐요.
The sun shines. 햇빛이 비쳐요.
Paul looks out the window again. 폴이 다시 창밖을 봐요.
He sees a beautiful rainbow. 폴은 아름다운 무지개를 봐요.

Paul has an idea. 폴은 좋은 생각이 있어요.
He wants to paint a rainbow. 폴은 무지개를 그리고 싶어요.
Paul gets out his paints. 폴이 물감을 꺼내요.

On, no! 오, 이런!
He has only three colors: red, blue and yellow.

“I have an idea,” says Dad.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 아빠가 말해요.
“Mix red and yellow.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렴.
Red and yellow make orange.”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되지.”

“Mix yellow and blue.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으렴.
Yellow and blue make green.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초록색이 되지.
Mix red and blue.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렴.
Red and blue make purple.”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밖에 없네요.

“I can’t paint a rainbow. “무지개를 그릴 수 없겠다.
I have only three colors,” 세 가지 색깔밖에 없으니.”
says Paul. 폴이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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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orange, yellow, green, blue and purple make a beautiful rainbow.”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and purple make…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은 아름다운 무지개가 된단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이

Oh, no! 오, 이런!
Paul drops the paints. 폴이 물감들을 떨어뜨려요.

… a very angry Mom.
엄마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어요.

8 A New Pet

 will be my birthday soon. 곧 내 생일이에요.
It
I want a new pet. 새 애완동물이 갖고 싶어요.
Fluffy is too old and too slow. 플러피는 너무 늙고 너무 느려요.
Let’s go to the pet shop this morning.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Can I help you? 도와 드릴까요?
Yes, please. 네.
I want a new pet. 새로운 애완동물이 갖고 싶어요.

아침에 애완동물 가게에 가 보자.

How about these turtles? 이 거북이들 어떠니?
Turtles sleep too much. 거북이는 잠을 너무 많이 자요.
Turtles are not fun. 거북이는 재미없어요.

How about these snakes? 이 뱀들은 어떠니?
Snakes are fun. 뱀은 재미있는데.
Snakes are too long. 뱀은 너무 길어요.
And too scary. 그리고 너무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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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about this big dog? 이 큰 개는 어떠니?
Dogs are fun and they are not scary. 개는 재미있고 무섭지도 않아.
Big dogs eat too much. 큰 개는 너무 많이 먹어요.


How
about that parrot? 저 앵무새는 어떠니?
Parrots talk too much. 앵무새는 너무 말이 많아요.
No, I don’t. No, I don’t. 아니야. 아니야.


How
about these skunks? 이 스컹크들은 어때요?
Skunks don’t talk. 스컹크는 말도 안 하고,
Skunks don’t eat too much. 너무 많이 먹지도 않아요.
No way! 말도 안돼!
Skunks smell too bad. 스컹크는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구요.

Well, what do you want? 그럼 뭘 원하는 거니?
I know! 알아요!
I know a very good pet. 진짜 좋은 애완동물을 알아요.
Fluffy! 플러피!

9 My Boots

It is not snowing. 지금은 눈이 오지 않아요.
It’s sunny. 날씨가 화창해요.
The trees are brown. 나무들은 갈색이에요.
The cars are blue. 자동차들은 파란색이에요.
The school is red. 학교는 빨간색이에요.
The bus is yellow. 버스는 노란색이에요.

It is snowing. 눈이 오고 있어요.
The trees are white. 나무들은 하얀색이에요.
The cars are white. 자동차들도 하얀색이에요.
The school is white. 학교도 하얀색이에요.
The bus is white. 버스도 하얀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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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ildren are happy. 아이들은 행복해요.
A boy puts on his black boots. 한 소년이 검정색 부츠를 신어요.
A girl puts on her red boots. 한 소녀가 빨간색 부츠를 신어요.
Some children put on green boots. 몇몇 아이들은 초록색 부츠를 신어요.
Some children put on blue boots. 몇몇 아이들은 파란색 부츠를 신어요.

This boy is not happy. 이 소년은 행복하지 않아요.
“Where are my boots?” he asks. “내 부츠는 어디 있지?” 소년이 말해요.
“Are these your boots?” his teacher asks.

“Are these your boots?” asks the teacher. “이게 네 부츠니?” 선생님이 물어봐요.
“No, my boots are yellow,” says the boy.

“Are these your boots?” asks the teacher again.

“이게 네 부츠니?” 선생님이 물어봐요.

“No, they’re not,” he says. “아니요,” 소년이 말해요.

“이게 네 부츠니?” 선생님이 다시 물어봐요.

“아니요, 제 부츠는 노란색이에요.” 소년이 말해요.

“No! No! No! My boots are new.” “아니! 아니! 아니요! 제 부츠는 새 거예요.”

“Are these boots your boots?” asks the teacher.
“이 부츠가 네 부츠니?” 선생님이 물어봐요.

“No, my boots are small,” says the boy. “아니요, 제 부츠는 작아요.” 소년이 말해요.

“These boots are yellow. “이 부츠가 노란색이고,
These boots are small. 이 부츠가 작고,
These boots are new.” 이 부츠가 새것이란다.”

“Yes, but my boots have snow on them,” says the boy.
“네, 하지만 제 부츠는 눈이 묻어 있다구요,” 소년이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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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lanet Circle

Tom goes to Planet Triangle. 톰이 삼각형 행성에 가요.

Look at the boy! 저 소년을 보세요!
His head is a triangle. 머리가 삼각형이에요.
His arms are triangles. 팔이 삼각형이에요.
His legs are triangles. 다리가 삼각형이에요.

Look at the duck. 저 오리를 보세요.
Its wings are triangles. 날개가 삼각형이에요.
Look at the giraffe. 저 기린을 보세요.
Its neck is a triangle. 목이 삼각형이에요.

Tom goes to Planet Rectangle. 톰이 직사각형 행성에 가요.
Look at the girl. 저 소녀를 보세요.
Her eyes are rectangles. 눈이 직사각형이에요.
Her nose is a rectangle. 코가 직사각형이에요.
Her mouth is a rectangle. 입이 직사각형이에요.

Look at the bird. 저 새를 보세요.
Its wings are rectangles. 날개가 직사각형이에요.
Look at the squirrel. 저 다람쥐를 보세요.
Its tail is a rectangle. 꼬리가 직사각형이에요.

Tom goes to Planet Square. Tom이 정사각형 행성에 가요.
Look at the cat. 저 고양이를 보세요.
Its head is a square. 머리가 정사각형이에요.
Its ears are squares. 귀가 정사각형이에요.
Its legs are squares. 다리가 정사각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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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 goes home. 톰이 집으로 가요.

Look at Tom! 톰을 보세요!
His body is a circle. 몸이 동그라미예요.
His feet are circles. 발이 동그라미예요.
His hands are circles. 손이 동그라미예요.
Welcome to Planet Circle. 동그라미 행성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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