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영어 드림시어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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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래 영어동요
1) 학습 목표: 인사부터 신체까지 기본 컨셉 익히기
2) 특징
처음 영어를 접하는 아이들이 더욱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미 익숙한 전래 동요 리듬에 인사하기, 신체, 옷, 가족, 색깔 등 기본 개념을 익
힐 수 있게 12편의 전래 동요에 담았습니다. 아이들이 노래와 율동을 따라하다 보면 유아기에 다루는 기본 개념의 영어 표현을 입으로, 몸으
로 익힐 수 있습니다.

3)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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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래 영어동요 들춰보기
1 Hello, Hello

2 Hello, Spring

Hello, hello 안녕, 안녕
Hello, how are you? 안녕, 잘 지내?
I’m fine, thank you 응 잘 지내, 고마워
I’m fine, thank you 응 잘 지내, 고마워

Hello, Spring 안녕, 봄아
Hello, Spring 안녕, 봄아!
Hello, Spring 안녕, 봄아
I’m happy you are here 난 봄이 와서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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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ead and Shoulders, Knees and Toes

4 If You’re Wearing a Shirt

Head and shoulders, knees and toes 머리, 어깨, 무릎, 발
Kness and toes 무릎, 발
Head and shoulders, knees and toes 머리, 어깨, 무릎, 발
Kness and toes 무릎, 발
And eyes and ears and mouth and nose 그리고 눈, 귀, 입, 코
Head and shoulders, knees and toes 머리, 어깨, 무릎, 발
Kness and toes 무릎, 발

If you’re wearing a shirt, clap your hands 네가 셔츠를 입을 수 있다면, 박수를 쳐 볼래
If you’re wearing a shirt, clap your hands 네가 셔츠를 입을 수 있다면, 박수를 쳐 볼래
If you’re wearing a shirt 네가 셔츠를 입을 수 있다면
Then please clap your hands 박수를 쳐 볼래
If you’re wearing a shirt, clap your hands 네가 셔츠를 입을 수 있다면, 박수를 쳐 볼래

5 I Love My Brother and Sister

6 Rainbow Song

I love you, my brother 사랑해, 오빠
I love you, my sister 사랑해, 언니 I love you 사랑해
I love you in the morning and in the afternoon 아침에도 오후에도 사랑해
I love you in the evening and underneath the moon 밤에도 달빛 아래에서도 사랑해
I love you, my brother 사랑해, 오빠
I love you, my sister 사랑해, 언니 I love you 사랑해

Rainbow purple 보라색 무지개
Rainbow blue 파란색 무지개
Rainbow green and yellow, too 초록색 무지개 그리고 노란색 무지개
Rainbow orange 주황색 무지개
Rainbow red 빨간색 무지개
Rainbow shining overhead 무지개가 위에서 비취네

7 Shape Everywhere

8 Animal Sound

Circles, squares, rectangles, triangles 동그라미,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You can see shapes everywhere 어디서나 모양을 볼 수 있어요
So many shapes out there 아주 많은 모양들이 있지요

Ducks go quack, quack 오리는 꽥꽥
Ducks go quack, quack 오리는 꽥꽥
Dogs go bowwow 개는 멍멍 Dogs go bowwow 개는 멍멍
Pigs go oink, oink 돼지는 꿀꿀 Pigs go oink, oink 돼지는 꿀꿀
Cows say moo 소는 음매 Cows say moo 소는 음매

4

how

Music S

9 Snowflakes Snowflakes

10 A Sailor Went to Sea

Snowflakes, snowflakes on my nose 눈송이, 눈송이가 내 코 위에 있네
Snowflakes, snowflakes on my cheeks 눈송이, 눈송이가 내 빰 위에 있네
Softly, lightly falling down 부드럽게 가볍게 내리네
Snowflakes, snowflakes everywhere 모든 곳에 눈송이, 눈송이가 있네

A sailor went to sea, sea, sea 뱃사람이 바다로 나갔어요
To see what he could see, see, see 무엇을 볼 수 있을지 보려고요
But all that he could see, see, see 그런데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Was the bottom of the deep blue sea, sea, sea 아주 바닥이 깊은 바다였어요

11 Down by the Station

12 Twinkle Twinkle Little Star

Down by the station 역에 내려가서
Early in the morning 이른 아침에
See the little steam trains 작은 증기기차를 봐요
All in a row 한줄로 늘어선
See the engine driver 기관차 운전수를 봐요
Turn the little handle 작은 손잡이를 당기는
Puff, puff, too, too 칙칙, 폭폭
Off we go! 출발!

Twinkle, twinkle, little Star 반짝, 반짝, 작은 별
How I wonder what you are! 난 네가 무엇인지 궁금해!
Up above the world so high 세상 위 높은 곳에
Like a diamond in the sky! 하늘의 다이아몬드 같아!
Twinkle, twinkle, little star 반짝 반짝 작은 별
How I wonder what you are! 난 네가 무엇인지 궁금해!

2. 창작 영어동요
1) 학습 목표: 스토리 속의 영어 표현을 노래로 익히기
2) 특징
스토리 쇼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노래와 율동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 일상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어표현이 수록된 노래를 바
디포커션이나 신나는 락앤롤 율동과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 쇼에 등장한 캐릭터 인형들이 인형극을 펼치듯이 노래를 불러 줍니
다. 인형극을 보면서 리듬에 맞춰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토리 쇼의 주요 영어 표현을 익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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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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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작 영어동요 들춰보기
1 Good Morning

Cock-a-doodle-do! 꼬끼오!
Wake up! 일어나요!
Get up! 일어나요!
It’ s time to get up! 일어날 시간이에요!
★Wake up! 일어나요!
Wake up! 일어나요!
Wake up! 일어나요!
Time to get up! 일어날 시간이에요!
The sun is shining. 해가 빛나고 있어요.
How bright! 참 밝아요!
How bright! 참 밝아요!
The bird is singing. 새가 노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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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sweet! 참 좋아요!
How sweet! 참 좋아요!
Good morning, everyone! 모두들, 안녕!
Good morning! 안녕!
Good morning! 안녕!
La la la la la la la la. 라라라라라라라라.
Good morning!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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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od Night 바디포커션
Hello! My name is Louis! And I like chants! 안녕! 내 이름은 루이예요. 난 챈트를 좋아하죠.
I also like body percussion. 바디퍼커션도 좋아해요.
Let’s meet my friends! Come on in! Hi! 내 친구들을 만나 봐요! 모두들 들어 와! 안녕!
Do you want to learn some body percussion? 함께 바디퍼커션을 배우고 싶나요? Yeah! 네!
Okay! Let’s start. 좋아요! 시작해 볼까요?
Thigh, thigh! 허벅지, 허벅지 Thigh, thigh! 허벅지, 허벅지!
Great! Now, let’s add a clap! Thigh, clap. 좋아요! 그럼 이번엔 박수를 치면서 해 볼까요?
허벅지, 손뼉. Thigh, clap. 허벅지, 손뼉.
Great! Now, let’s try it a little bit faster. 좋아요! 좀 더 빨리 해 볼까요?
Thigh, clap. 허벅지, 손뼉. Thigh, clap. 허벅지, 손뼉.
Great! Now, let’s try it with “Good night.” 좋아요! 이번에는 ‘잘 자요’ 동작을 해 봐요.
Good night! 잘 자요! Good night! 잘 자요!
Time for bed! Time for bed! 잘 시간이야! 잘 시간이야! Time for bed! 잘 시간이야!
Excellent! Now, let’s try it with our chant, “Good Night.”
잘했어요! 자, 그럼 함께 ‘Good Night’ 챈트에 맞춰서 해 볼까요? Yeah! 예!
Are you ready for bed? Good night! 모두 잘 준비됐나요? 잘 자요! Good night! 잘 자요!

3 Do As I Do!
Hey, can you do as I do? (Yes!) 얘들아, 내가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지? (네!)
Scratch like this! (Like this?) 이렇게 긁어 봐! (이렇게요?) Good! 잘했어!
Waddle like this! (Like this?)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 봐! (이렇게요?)
Really good! 정말 잘했어! Stand like this! (Like this?) 이렇게 서 봐! (이렇게요?)
Hop like this! (Hop, hop, hop, hop, hop, hop!) 이렇게 폴짝 뛰어 봐! (폴짝폴짝! 폴짝폴짝!)
★La la la la la. Do as I do! 라라라라라. 나처럼 해 봐!
La la la la la. Do as I do! 라라라라라. 나처럼 해 봐!
Scratch like this! (Scratch like this!) 이렇게 긁어 봐! (이렇게 긁어 봐!)
Waddle like this! (Waddle like this!) 이렇게 뒤뚱거려 봐! (이렇게 뒤뚱거려 봐!)
Stand like this! (Stand like this!) 이렇게 서 봐! (이렇게 서 봐!)
Hop like this! 이렇게 폴짝 뛰어 봐!★
Boing, boing, boing, boing! 띠용띠용! 띠용띠용!
Wow! That’ s really good! 우와! 진짜 잘한다!
Do as I do! 나처럼 해 봐! Do as I do! 나처럼 해 봐!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4 I Can Do It!
What can I do?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Just listen! 들어 봐요!
★Turn, turn, turn off the light. ★꺼요, 꺼요, 불을 꺼요.
Tidy, tidy, tidy up my room. 정리해요, 정리해요, 방을 정리해요.
Feed, feed, feed my turtle. 먹이를 줘요, 먹이를 줘요, 거북이 먹이를 줘요.
I can do everything!★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Big, big brother. (Brother!) 형, 형.(형!)
I’ m a big brother. (Brother!) 난 형이에요.(형!)
Big, big brother. (Brother!) 형, 형.(형!)
I’ m a big brother. (Brother!) 난 형이에요.(형!)
★★(repeat) ★★(반복)
I can do everything! 난 뭐든 할 수 있어요!
Wow, good job! 와,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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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ook!
Look up in the sky! 하늘을 봐!
Look at the birds! 새들을 봐!
Look at them fly! 새들이 날고 있어!
★Fly! Fly! Fly! ★날아요! 날아요! 날아요!
Let’s fly like birds. 새처럼 날아 봐요.
Hop! Hop! Hop! 뛰어요! 뛰어요! 뛰어요!
Let’s hop like frogs. 개구리처럼 뛰어 봐요.
Dance! Dance! Dance! 춤춰요! 춤춰요! 춤춰요!
Let’s dance together.★ 함께 춤춰요.★
Let’ s move a little faster.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 봐.
Spread your wings and fly! 네 날개를 펴고 날아!
★★(repeat) ★★(반복)
Dance! Dance! Dance! 춤춰요! 춤춰요! 춤춰요!
Let’s dance together. 함께 춤춰요.
Yeah! 예!

6 My Dog
★This is my best friend. ★내 가장 친한 친구예요.

He has a wagging tail. 내 개는 꼬리를 흔들죠.
He likes to walk with me. 내 개는 나와 같이 걷는 걸 좋아해요.
He likes to run with me, and play with me. 나와 같이 뛰고 노는 것을 좋아해요.
He is my best friend. ★ 내 개는 가장 친한 내 친구예요.★
★★(repeat) ★★(반복)
He is my best friend. 내 개는 가장 친한 내 친구예요.
He is my best friend. 내 개는 가장 친한 내 친구예요.
Good dog! 잘했어!
Let’ s go! Let’ s run! 가자! 같이 달리자!
★★(repeat) ★★(반복)
He is my best friend. 내 개는 가장 친한 내 친구예요.
He is my best friend. 내 개는 가장 친한 내 친구예요.
Yeah! 와!

7 Jackie’s Ball
Do you wanna play with the ball?(Yeah!) 공 가지고 놀고 싶니? (네!)
Okay. Let’s play! (Hurray!) 좋아. 함께 놀자! (와!)
★Throw the ball! (Throw it! Throw it!) 공을 던져! (던져요! 던져요!)
Throw it! Throw it! (Throw it! Throw it!) 던져! 던져! (던져요! 던져요!)
Roll the ball! (Roll it! Roll it!) 공을 굴려! (굴려요! 굴려요!)
Roll it! Roll it! (Roll it! Roll it!) 굴려! 굴려! (굴려요! 굴려요!)
Roll the ball! Throw the ball! 공을 굴려! 공을 던져!
Kick the ball! (Kick it! Kick it!) 공을 차! (차요! 차요!)
Kick it! Kick it! (Kick it! Kick it!) 공을 차! 공을 차! (차요! 차요!)
Throw the ball! (Throw it! Throw it!) 공을 던져! (던져요! 던져요!)What fun! What fun!
(Throw it! Throw it!) 신 난다! 신 난다! (던져요! 던져요!)
What fun! What fun! (Throw it! Throw it!) 신 난다! 신 난다! (던져요! 던져요!)
What fun! What fun! (Fun!)신 난다! 신 난다! (신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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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e and Play with Me
Up and down! Up and down!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Who goes up and down? 누가 위로 아래로 갈까요?
(Who goes up and down?) (누가 위로 아래로 갈까요?)
Who goes up and down? 누가 위로 아래로 갈까요?
Dolphins do. Dolphins do. 돌고래가 그래요. 돌고래가 그래요.
Dolphins jump up and down. 돌고래는 위로 아래로 뛰어요.
Up and down! Up and down!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Who goes up and down? 누가 위로 아래로 갈까요?
(Who goes up and down?) (누가 위로 아래로 갈까요?)
Who goes up and down? 누가 위로 아래로 갈까요?
Frogs do. Frogs do. 개구리가 그래요. 개구리가 그래요.
Frogs hop up and down. 개구리는 위로 아래로 뛰어요.
Up and down! (Up, down!) 위로 아래로! (위, 아래!)
Up and down! (Up, down!) 위로 아래로! (위, 아래!)

9 Come and Ride with Us 바디포커션
Hello! I’m Louis. Let’s start! 안녕! 루이예요. 시작해 볼까요? Yeah! 네!
Now, let’s make a thigh sound. 허벅지를 두드려 소리 내 봐요.
Now, let’s make a clap sound. 이번엔 손뼉을 쳐 봐요.
Now, let’s try it with the rhythm. 이번엔 리듬을 타며 해 볼까요?
Let’s do the chant. 챈트를 해 봐요.
★Look at me! 나 좀 봐!
Up, up, up I go!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How high! How exciting! 진짜 높아! 진짜 신나!
Look at me! 나 좀 봐!
Down, down, down I come!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How fast! How scary! 정말 빨라! 너무 무서워!
Up, up, up I go!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Down, down, down I come! 내려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Wow, look at us! 우와, 우리 좀 봐요!
Come and ride with us! 와서 우리와 함께 타요!
Come and have fun with us! 와서 우리와 함께 즐겨요!★
Good job! Yeah! Give me five! 잘했어요! 와! 하이파이브하자!

10 I’ll Get Dressed
Shirt? Coat? Sweater? 윗옷? 외투? 스웨터?
What should I wear? 뭘 입어야 할까요?
★Here’s my jacket. ★내 자켓이에요.
Put it on! Put it on! 입어요! 입어요!
Here’re my pants. 내 바지예요.
Put them on! Put them on! 입어요! 입어요!
Here’re my shoes. 내 신발이에요.
Put them on! Put them on! 입어요! 입어요!
What should I wear? ★뭘 입어야 할까요?★
Shorts? Skirts? Jeans? 반바지? 치마? 청바지?
What should I wear? 뭘 입어야 할까요?
★★(repeat) ★★(반복)
Hey, look at the mirror! 여기, 거울을 보세요!
Wow, you look great! 와, 너 멋져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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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aggie in the Mud

Oh, Maggie, Maggie fell. 오, 매기, 매기가 넘어졌어요.
Oh, Maggie, Maggie fell. 오, 매기, 매기가 넘어졌어요.
★Maggie fell. Maggie fell. 오, 메기가, 메기가 넘어졌어요.
Oh, dear! That’s mud! 오, 이런! 진흙이에요!
Muddy nose. 진흙 코.
Muddy chin. 진흙 턱.
Oh, dear! Muddy face. 오 이런! 진흙투성이 얼굴.
Muddy knees. 진흙 무릎.
Muddy hands. 진흙 손.
Oh, dear! Muddy everywhere. 오 이런! 온통 진흙투성이에요.★
Maggie fell! 매기가 넘어졌어요!

12 Finger-Painting Jackie
Who am I? (Who am I?) 내가 누굴까요? (내가 누굴까요?)
Who am I? (Who am I?) 내가 누굴까요? (내가 누굴까요?)
Who am I? Who am I? Who am I? Who am I? 내가 누굴까요? 내가 누굴까요?
★Who am I? Who am I? Who am I? Who am I? 내가 누굴까요? 내가 누굴까요?
Green nose! Blue hand! Red hair! 초록 코! 파란 손! 빨간 머리!
Green nose! Blue hand! Red hair! 초록 코! 파란 손! 빨간 머리!
It’s me, (It’ s me), I’m Jackie. It’s me, (It’ s me), I’m Jackie. 나야,(나야), 나 재키.
It’s me, (It’ s me), I’m Jackie. 나야,(나야), 나 재키.
Who am I? Who am I? Who am I? Who am I? 내가 누굴까요? 내가 누굴까요?
Who am I? Who am I? Who am I? Who am I? 내가 누굴까요? 내가 누굴까요?
Black feet! Yellow knees! Pink legs! 까만 발! 노란 무릎! 분홍 다리!
Black feet! Yellow knees! Pink legs! 까만 발! 노란 무릎! 분홍 다리!
It’s me, (It’ s me), I’m Jackie. It’s me, (It’ s me), I’m Jackie. 나야,(나야), 나 재키.
It’s me, (It’ s me), I’m Jackie. 나야,(나야), 나 재키.★

13 The Bone

Moon! Moon! 달님! 달님!
I need some light. 빛을 비춰주세요.
It’s dark. It’s dark. 어두워요. 어두워요.
I need some light. 빛을 비춰 주세요.
Look at my bone! 내 뼈를 보세요!
Look at my bone! 내 뼈를 보세요!
It’s big, big bone. 아주 큰, 큰 뼈예요.
It’s a big, big bone. 아주 큰, 큰 뼈예요.

11

how

Music S

14 The Bigger Bone

Moon! Moon! 달님! 달님
I see a better bone. 더 좋은 뼈가 보여요.
A bigger bone. A bigger bone. 훨씬 큰 뼈예요. 훨씬 큰 뼈예요.
I see a bigger bone. 더 큰 뼈가 보여요.
I want that bone. 저 뼈를 갖고 싶어요.
I want that bone. 저 뼈를 갖고 싶어요.
Jump! Jump! Jump! Jump! Jump! 폴짝! 폴짝! 폴짝! 폴짝! 폴짝!
I’ll get that bone. 저 뼈를 가질거예요.

15 Going Home

Moon! Moon! 달님! 달님!
My bone is gone. 내 뼈가 사라졌어요.
I want my bone. 뼈를 먹고 싶어요.
I want my bone. 뼈를 먹고 싶어요.
I’m hungry. I’m hungry.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I’m really hungry. 정말 배가 고파요.
I want my bone. 뼈를 먹고 싶어요.
I want my bone. 뼈를 먹고 싶어요.

16 I’m the Best

Jump high! Jump high! 높이 뛰어요! 높이 뛰어요!
High! High! 높이! 높이!
Up! Up! Up! 위로! 위로! 위로!
To the sky. 하늘까지Dive down! Dive down! 잠수를 해요! 잠수를 해요!
Down! Down! 아래로! 아래로!
Down! Down! 아래로! 아래로!
Down, down, down in the water. 아래로, 아래로, 물 속으로.
Down, down, down in the water. 아래로, 아래로, 물 속으로.
Jump and dive! Jump and dive! 뛰어오르고 잠수하고! 뛰어오르고 잠수하고!
We’re frogs. We’re frogs. 우리는 개구리예요. 우리는 개구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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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I’m Really the Best

Big Ox! Fat Ox! Big, fat Ox! 커다란 소네! 뚱뚱한 소네! 크고 뚱뚱한 소네!
Big, fat Ox has two horns. 크고 뚱뚱한 소가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네.
Big Ox! Fat Ox! Big, fat Ox! 커다란 소네! 뚱뚱한 소네! 크고 뚱뚱한 소네!
Big, fat Ox came to the pond. 크고 뚱뚱한 소가 연못에 왔네.
Ox came! Ox came! Ox, Ox came! 소가 왔네! 소가 왔네! 소가, 소가 왔네!
Bump! Bump! Bump! Bump! Bump! 쿵! 쿵! 쿵! 쿵! 쿵!

18 Ferdy’s Gone

Where’s Ferdy? Where’s Ferdy? 퍼디야 어디 있니? 퍼디야 어디 있니?
I don’t know. I don’t know.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Where’s Ferdy? Where’s Ferdy? 퍼디야 어디 있니? 퍼디야 어디 있니?
No more Ferdy. Poor Ferdy! 퍼디가 없어졌네. 불쌍한 퍼디!
Blow and pop! Blow and pop! 불더니 펑하고 터졌네! 불더니 펑하고 터졌네!
Ferdy’s gone! Ferdy’s gone! 퍼디가 사라졌어요! 퍼디가 사라졌어요!
Poor Ferdy! Poor Ferdy! 불쌍한 퍼디! 뿔쌍한 퍼디!

19 Blow

Let’s blow up balloons! 풍선을 불자!
Let’s blow up balloons! 풍선을 불자!
One. Two. Three. Four. Five. 하나. 둘. 셋. 넷. 다섯.
Five balloons. Five balloons. 다섯 개의 풍선. 다섯 개의 풍선.
We have five balloons. 우리는 다섯 개의 풍선을 가지고 있지.
Let’s blow up balloons! 풍선을 불자!
Let’s blow up balloons! 풍선을 불자!
Six. Seven. Eight. Nine. Ten.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Ten balloons. Ten balloons. 열 개의 풍선. 열 개의 풍선.
We have ten balloons. 우리는 열 개의 풍선을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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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Pretty Balloons

They’re pretty balloons. 예쁜 풍선이네.
They’re pretty balloons. Red balloons! 예쁜 풍선이네. 빨간색 풍선!
Blue balloons! Yeah! Yeah! 파란색 풍선! 예! 예!
Pretty balloons. Pretty balloons. 예쁜 풍선. 예쁜 풍선.
We have pretty balloons. 우리는 예쁜 풍선을 가지고 있지.
We have pretty balloons. 우리는 예쁜 풍선을 가지고 있지.
They’re pretty balloons. 예쁜 풍선이네.
They’re pretty balloons. Zig Zag! 예쁜 풍선이네. 지그재그!
Zigzag! Zigzag! Yeah! Yeah! 지그재그! 지그재그! 예! 예!
Zigzag balloons. Zigzag balloons. 지그재그 풍선. 지그재그 풍선.
We have zigzag balloons. 우리는 지그재그 풍선을 가지고 있지.
We have zigzag balloons. 우리는 지그재그 풍선을 가지고 있지.

21 All Gone

Let’s pop balloons! Let’s pop ballons! 풍선을 터트리자! 풍선을 터트리자!
Ten. Nine. Eight. Seven. Six. Let’s pop!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터트리자!
Five balloons went pop. 다섯 개의 풍선이 터졌네.
Five balloons went pop. 다섯 개의 풍선이 터졌네.
Five balloons. Five balloons. 다섯 개 풍선. 다섯 개 풍선.
Pop some more. Pop some more. 더 터트리자. 더 터트리자.
Five. Four. Three. Two. One. Let’s pop! 다섯. 넷. 셋. 둘. 하나. 터트리자!
Ten balloons went pop. 열 개의 풍선이 터졌네.
Ten balloons went pop. 열 개의 풍선이 터졌네.
No more balloons. No more balloons. 풍선이 더 이상 없네. 풍선이 더 이상 없네.

22 Treats

Tea party! Tea party! Tea party! 티파티! 티파티! 티파티!
Ten animals at a tea party. 열마리 동물들이 티파티를 열었어요.
Tea party! Tea party! Tea party! 티파티! 티파티! 티파티!
Who eats carrots? 누가 당근을 먹을까?
Who eats carrots? 누가 당근을 먹을까?
Rabbits do. 토끼가 먹지.
Rabbits do. 토끼가 먹지.
Carrots. Carrots. 당근. 당근.
Rabbits eat carrots. 토끼가 당근을 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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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Whoops!

Tea party! Tea party! Tea party! 티파티! 티파티! 티파티!
Ten animals had a tea party. 열마리 동물들이 티파티를 열었어요.
Tea party! Tea party! Tea party! 티파티! 티파티! 티파티!
Who upset the table? 누가 식탁을 뒤집었을까?
Who upset the table? 누가 식탁을 뒤집었을까?
Bear did. 곰이 그랬지.
Bear did. 곰이 그랬지.
Who upset the table? 누가 식탁을 뒤집었을까?
Bear upset the table. 곰이 식탁을 뒤집었지.

24 The Bath

Tea party! Tea party! Tea party! 티파티! 티파티! 티파티!
Ten animals had a tea party. 열마리 동물들이 티파티를 열었어요.
Tea party! Tea party! Tea party! 티파티! 티파티! 티파티!
Who took a bath? 누가 목욕을 했을까?
Who took a bath? 누가 목욕을 했을까?
Everyone did. 모두 했지.
Who took a bath? 누가 목욕을 했을까?
Everyone did. 모두 했지.
Everyone did. 모두 했지.

25 Seeds

A squash seed here. 여기에도 호박씨.
A squash seed there. 저기에도 호박씨.
Squash seeds everywhere! 호박씨가 어디에나 있네!
One squash seed popped, popped, popped. 호박씨 한 개가 터졌어요, 터졌어요, 터졌어요.
Two squash seed popped, popped, popped. 호박씨 두 개가 터졌어요, 터졌어요, 터졌어요.
It’s sunny. Squash seeds are happy. 해가 떳네요. 호박씨가 행복해 하네요.
It’s raining. Squash seeds are happy. 비가 오네요. 호박씨가 행복해 하네요.
Squash grows and grows and grows. 호박이 자라고 자라고 자라요.
Squash grows and grows and grows. 호박이 자라고 자라고 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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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Flowers

A squash flower here. 여기에도 호박꽃.
A squash flower there. 저기에도 호박꽃.
Squash flower everywhere! 호박꽃이 어디에나 있네!
La la la la la la la. 라라라라라라라
Yellow squash flower here. 노란 호박꽃이 여기에도 있네.
Yellow squash flower there. 노란 호박꽃이 저기에도 있네.
Bzz. Bzz. Where are the bees? 윙. 윙. 벌이 어디에 있지?
Bzz. Here on the squash flowers. 윙. 여기 호박꽃 위에 있네.
Bzz. Bzz. Bees say. “Bzz, bzz, bzz” 윙. 윙. 벌이 “윙, 윙, 윙” 거리네.

27 Squash for Dinner

Squash for dinner. 저녁에 호박을 먹어요.
Squash for dinner. 저녁에 호박을 먹어요.
Yummy, yummy squash, squash! 맛있는, 맛있는 호박, 호박!
Daddy washed the squash, squash. 아빠가 호박을 씻어요, 호박.
Mommy cooked the squash, squash. 엄마가 호박을 요리해요, 호박.
Green, green squash. 초록색 초록색 호박.
Yummy, yummy squash. 맛있는, 맛있는 호박.
Tasty, tasty squash. 아주 맛있는, 아주 맛있는 호박.
Yummy, yummy squash. 맛있는, 맛있는 호박.
Give me squash. 호박 주세요.
Yummy, yummy squash. 맛있는, 맛있는 호박.
Give me yummy squash for dinner. 저녁으로 맛있는 호박 주세요.

28 Little Chicks! Peep! Peep!

I’m yellow, little and fluffy. 나는 노랗고, 작고 푹신해요.
Fluffy, fluffy, fluffy, fluffy. 푹신, 푹신, 푹신, 푹신.
I’m yellow, little and fluffy. 나는 노랗고, 작고 푹신해요.
Little and fluffy. 작고 푹신해요.
l’m a cute, cute chick. 나는 귀엽고, 귀여운 병아리예요.
Cute chick. Cute chick. Cute chick. 귀여운 병아리. 귀여운 병아리. 귀여운 병아리.
Yellow, fluffy, cute, little chick. 노랗고, 푹신하고, 귀여운, 작은 병아리.
Cute, little chick. 귀엽고, 작은 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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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Frog, Frog, Where Is Your Tail?

Who is he? 누구지?
Who is he? 누구지?
Is he a fish? 물고기인가?
Is he a fish? 물고기인가?
No! Never! 아니! 결코 아니지!
He’s a frog. 개구리네.
Who hops? 누가 팔짝 뛰지?
Who hops? 누가 팔짝 뛰지?
Frogs hop. 개구리가 팔짝 뛰지.
Frogs hop. 개구리가 팔짝 뛰지.
Green frogs hop, hop. 초록색 개구리가 팔짝, 팔짝.

30 Knock! Knock! Who’s in the Bag?

I can fly, fly, fly 나는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
I can glide, glide, glide.
나는 미끄러지듯 날 수 있어요, 미끄러지듯 날 수 있어요, 미끄러지듯 날 수 있어요.

I can swoop, swoop, swoop.
나는 급강하해서 날 수 있어요, 급강하해서 날 수 있어요, 급강하해서 날 수 있어요.

Who am I? 나는 누구일까요?
Who am I? 나는 누구일까요?
Pretty butterfly. 예쁜 나비죠.
Pretty butterfly. 예쁜 나비죠.
I’m a pretty butterfly. 나는 예쁜 나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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