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 콘텐츠 108종 + 스토리북 34권 + 워크북 34권 + 카드북 4권 + 포스터 4장 + CD10장

구분
media 

contents
Story
book

Work
book

Flash
Card 

Retelling
Card 

Poster CD

A
level

Story House 24종 12권 12권
1권

(권내 80장)
1권

(권내 58장)
2장 -

Song House 10종 5권 5권 - - - 5장

B
level

Story House 24종 12권 12권
1권

(권내 80장)
1권

(권내 58장)
2장

Song House 10종 5권(10종) 5권(10종) - - - 5장

Don't Eat My Cake

Happy Birthday, Mommy!

What Color Is it?

A Rainbow Day!

The Three Little Pigs

My Door is Square!

The Wolf and the Five Little Goats

What Do You Want to Be?

Thank You for the Milk!

Welcome to the Food Festival!

Hello! I Am Tractor!
Whose Monkey Is
This? 
All Around the World 

How's the Weather?
What Do They Eat?
A Balloon Travel
Magic Letters
Now, I Am a Butterfly!
We Love the Earth!

A level

No More, 
Chocolate Cookies
The White Family

B level

Christmas Cookie Contest
How Can We Recycle
Garbage? 
Big, Big World



구분 도서명 누리과정 주제 주요 단어

Story
House

Don't Eat My Cake 의사소통 Greeting (인사)
bread / cake / cheese / cookies / meat / milk

빵 / 케이크 / 치즈 / 쿠키 / 고기 / 우유

What Color Is it? 예술경험 Colors (색상)
blue / green / orange / purple / red / yellow

파랑 / 초록/ 주황/ 보라/ 빨강/ 노랑

What Do You Want to Be? 사회관계 Jobs (직업)
violinist / nurse / artist / bus driver / firefighter / scientist

바이올린 연주자 / 간호사 / 예술가 / 버스 운전기사 / 소방대원 / 과학자

How's the Weather? 자연탐구 Weather (날씨)
cloudy / rainy / sunny / windy

구름이 낀 / 비가 오는 / 화창한 / 바람이 부는

What Do They Eat? 자연탐구 Animals (동물)
grapes / fish / grass / apples / bananas

포도 / 생선 / 풀 / 사과 / 바나나

A Balloon Travel 자연탐구 Natural Places (자연환경)
mountain / river / jungle / desert / ocean / field

산 / 강 / 정글 / 사막 / 바다 / 들판

No More, Chocolate Cookies 신체운동건강 Healthy Eating Habits (식습관)
breakfast / lunch / dinner / tomatoes / sandwich / spaghetti

아침식사 / 점심식사 / 저녁식사 / 토마토 / 샌드위치 / 스파게티

Thank You for the Milk! 사회관계 Helping others (사회관계)
yogurt / ice cream / milk / cheese / make /take /share
요거트 / 아이스크림 / 우유/ 치즈 / 만들다 / 가져가다 / 나누다

Welcome to the Food Festival! 사회관계
International Foods

(세계의 음식)
Pizza / spaghetti / sushi / dim sum / tofu / curry / kebab / kimchi

피자 / 스파게티 / 초밥 / 딤섬 / 두부 / 카레 / 케밥 / 김치

Magic Letters 자연탐구 Seasons (계절)
spring / summer / fall / winter

봄 / 여름 / 가을 / 겨울

A Rainbow Day! 예술경험
Days of the Week(요일)
Colors(색상), Clothes(의복)

Sunday / Monday / Tuesday / Wednesday / Thursday / Friday / Saturd
ay 일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The Three Little Pigs 예술경험 Animals (동물), Family (가족)
sticks / bricks / straw / build / blow / climb

나무막대 / 벽돌/ 지푸라기 / 짓다 / 불다 / 기어 오르다

Song 
House

도서명 주제 주요 단어

Hokey Pokey
Body Parts (신체부위)

Head / shoulder / hand / knee / foot / toe
머리 / 어깨 / 손 / 무릎 / 다리 / 발Head and Shoulders

Do you know the Muffin Mans?
Food (음식)

Muffin / cookie / popcorn / ice cream
머핀 / 쿠키 / 팝콘 / 아이스크림Who Took the Cookies from the Cookie Jar?

I Love the Mountains
Nature (자연)

Mountain / flower / cloud / sun / star / sky
산 / 꽃 / 구름 / 태양 / 별 / 하늘Twinkle, Twinkle, Little Star

Five in the Bed
Number (숫자)

One / two / three / four / five / six / seven / eight / nine / ten
일 / 이 / 삼 / 사 / 오 / 육 / 칠 / 팔 / 구 / 십Ten Little Indians

Here We Go Round the Mulberry Bush
Health (건강)

wash our face/ comb our hai / brush our teeth/ put on our clothes
세수하다 / 머리를 빗다 / 이를 닦다 / 옷을 입다Humpty Dumpty



구분 도서명 누리과정 주제 주요 단어

Story
House

Happy Birthday, Mommy! 의사소통 Family (가족) mommy / daddy / uncle / grandpa, 엄마 / 아빠 / 삼촌 / 할아버지

My Door is Square! 예술경험 Shapes (도형)
circle / heart / square / star / triangle
동그라미 / 하트 / 정사각형 / 별 / 삼각형

Hello! I Am Tractor! 사회관계 Vehicles (운송 수단)
ambulance/ dump truck/ fire engine/ garbage truck/ school bus/ tow truck/ tractor

구급차 / 덤프트럭 / 소방차 / 쓰레기차 / 학교 버스 / 견인차 / 트랙터

Now, I Am a Butterfly! 자연탐구 Insects (곤충 )
beetle / bumblebee / butterfly / caterpillar / cricket / dragonfly / grasshopper / 

ladybug, 딱정벌레/ 호박벌/ 나비/ 애벌레/ 귀뚜라미/ 잠자리/ 메뚜기/ 무당벌레

The White Family 신체운동건강
좋은 습관 기르기

(Building healthy habits)
eyes / head / teeth / stomach / eat / hurt / sleep / wash

눈 / 머리 / 치아 / 배(위) / 먹다 / 아프다 / 자다 / 씻다

The Wolf and the Five Little Goats 예술경험
Animals (동물)
Family (가족)

black / door / feet / white / eat / hide / look / sew
검정색 / 문 / 발 / 흰색 / 먹다 / 숨다 / 보다 / 바느질 하다

Whose Monkey Is This? 사회관계 Community (지역사회)
toy store / bookstore / flower shop / bakery / market

장난감 가게 / 서점 / 꽃가게 / 빵집 / 마트

All Around the World 사회관계 World Cultures(세계문화)
China / France / Germany / India / Japan / Korea / Spain

중국 / 프랑스 / 독일 / 인도 / 일본 / 한국 / 스페인

Christmas Cookie Contest 사회관계
Christmas (크리스마스)
baking (과자 굽기)

bake / mix / pat / pour / roll / stir
굽다 / 섞다 / 두드리다 / 붓다 / (반죽을) 밀다 / 젓다

How Can We Recycle Garbage? 사회관계 Recycling (재활용)
paper / cans / glass / plastic / food wastes
종이 / 깡통 / 유리 / 플라스틱 / 음식물 쓰레기

Big, Big World 사회관계
World Cultures

(세계 여러 나라와 문화)
United States / France / Egypt / Europe / Africa / China / Asia / North Pole

미국 / 프랑스 / 이집트 / 유럽 / 아프리카 / 중국 / 아시아 / 북극

We Love the Earth! 자연탐구 Space (우주)
Sun / Moon / Mars / Saturn / Venus / Earth / astronaut / spacecraft

태양 / 달 / 화성 / 토성 / 금성 / 지구 / 우주인 / 우주선

Song 
House

도서명 주제 주요 단어

The Wheels on the Bus
Transportation

wheel / wiper / horn / bus / driver /station
바퀴/ 와이퍼/ 뿔/ 버스/ 운전사/ 역Down by the Station

Time to Go Trick-or-Treating
Halloween

monster / ghost / witch / bat / cat / Halloween
괴물 / 유령 / 마녀 / 박쥐 / 고양이 / 할로윈Creeping, Creeping

A Sailor Went to Sea
Animal

Cow / duck / chick / sheep / fish / crab
암소 / 오리 / 병아리 / 양 / 물고기 / 게Old MacDonald Had a Farm

Finger Family
Family

Daddy / mommy / brother / sister / grandfather / grandmother
아빠 / 엄마 / 형제 / 자매 / 할아버지 / 할머니Are You Sleeping?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Tools

Wood / clay / brick / stone / bridge / clock 
나무 / 점토 / 벽돌 / 돌 / 다리 / 시계Hickory Dickory Dock



▶▶ 빨간색으로 표기한
그림에 Triangle 음원이
코딩되어 있어요.

It’s a triangle. (삼각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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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or 
is too 

small for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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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color is Heart? 
(하트는 무슨 색이니?)

(It’s) pink. (분홍색이요.)





1 2 3 4 5





Oh, my! It’s a mouse. 
Go away! Squeak, squeak.

이런! 쥐잖아! 저리가! 찍, 찍. 

What’s that sound? I don’t like it. 
Squeak, squeak. Good morning. 
I’m Mouse.

이게 무슨 소리야? 맘에 안 드네. 
찍, 찍. 좋은 아침이에요. 난 쥐에요. 

Have some meat. Have some milk. 
Good night, my dears. 
Good night. 

고기 좀 먹으렴. 우유도 마시고. 
우리 예쁜 아가들, 잘 자거라. 
안녕히 주무셔요. 

Ouch! Oh, no. We’re in a trap. 
Help~ Help~ 
I can help you. 

아야! 오 이런. 우리가 덫에 걸렸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도와 드릴께요. 

Oh, bad Mouse! Don’t eat my bread. 
Oh, bad Mouse! Don’t eat my cookie. 

오, 나쁜 쥐! 내 빵 먹지마!
오, 나쁜 쥐! 내 쿠키 먹지마! 

Good evening, Ma’am. 
Squeak, squeak. 
What’s that sound? 
I don’t like it. 

좋은 저녁입니다, 아주머니. 찍, 찍. 
무슨 소리지? 맘에 안 드는데. 

Oh, bad Mouse! 
Don’t eat my cheese. 
Good afternoon, little Mouse. 
Eeek! 

오, 나쁜 쥐! 내 치즈 먹지마! 
좋은 오후야, 작은 쥐. 
어머나! 

What’s that sound? 
I don’t like it. 
Squeak, squeak. 
Good afternoon, Ma’am.

이게 무슨 소리야? 맘에 안 드네. 
찍, 찍. 좋은 오후에요~ 아줌마. 

Oh, bad Mouse! Don’t eat my cake. 
Good morning, little Mouse. 
Eeek! 

오, 나쁜 쥐 같으니! 내 케이크 먹지 마. 
좋은 아침, 작은 쥐야. 
어머나! 

A level [ Don’ Eat My Cake ]



Ben, Ken, and Gwen are friends.
They are curious squirrels.

벤, 켄, 그웬은 친구에요.
그들은 호기심 많은 다람쥐이죠.

One day, they find three cans in 
the yard. 
Inside the cans, they see three 
colors, red, blue, and yellow.

어느 날, 그들은 마당에서 통 세 개를 발견해요. 
통 속에는 빨강, 파란, 노랑 색이 보여요.

Oh, no!
My Color is gone.
Now, they look like squirrels again.

오, 이런!
색깔이 다 없어졌어.
이제, 그들은 다시 다람쥐처럼 보여요

Gwen jumps into the red paint. 
Now, it’s my turn!
Look! I am orange.
You look like an orange.

그웬은 빨강 색 페인트에 뛰어 들어가요.
이제, 내 차례야.
봐! 나는 주황색이야.      -너 오렌지 같아 보여.

Ken jumps into the yellow paint. 
Look! I am green.
You look like a cucumber.

켄이 노란 색 페인트에 뛰어 들어가요. 
봐! 나는 녹색이야.
너 오이 같아 보여.

They want more colors.
Ben jumps into the blue paint. 
Look! I am purple.
You look like a grape.

그들은 더 많은 색상을 원해요.
벤은 파란 색 페인트에 뛰어 들어가요. 
봐! 난 보라색이야. -너 포도 같아 보여.

Gwen jumps into the yellow paint. 
Look! I am yellow.
You look like a banana.

그웬이 노란 색 페인트에 뛰어 들어가요. 
봐! 난 노란색이야.
너 바나나 같아 보여.

Ken jumps into the blue paint. 
Look! I am blue.
You look like a blueberry.

켄이 파란 색 페인트에 뛰어 들어가요. 
봐! 난 파란색이야.
너 블루베리 같아 보여.

Be careful! 
What is it? 
Look! I am red.
You look like an apple.

조심해! - 이게 뭘까?
봐! 난 빨간색이야. - 너 사과 같아 보인다.

A level [ What Color Is It? ]



Today is Career Day. 
We have special guests. 
Let’s introduce them.

오늘은 직업의 날이에요.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그 분들을 소개해 보아요.

This is my father. He is a violinist. 
Good morning, boys and girls.
I play the violin in an orchestra.

이 분은 나의 아버지에요. 바이올린 연주자에요. 
좋은 아침, 얘들아.
난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켜요.

I want to be a nurse. 
I want to be an artist.
I want to be a firefighter.
I want to be a bus driver.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나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나는 버스 운전사가 되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여러분은 크면 무엇이 되고 싶어요?

Good morning, friends.
This is my father. He is a bus driver. 
I drive a bus.

좋은 아침, 친구들.
이 분은 나의 아버지에요. 버스 운전사에요. 
나는 버스를 운전한단다.

Hi, everyone.
This is my uncle. He is a firefighter. 
I put out fires.

안녕, 여러분.
이 분은 나의 삼촌이에요. 소방대원이세요. 
나는 불을 꺼요.

This is my grandpa. He is an artist. 
I draw pictures.

이 분은 나의 할아버지에요. 예술가에요. 
나는 그림을 그린단다.

This is my dad. He is a scientist. 
Good morning, everyone.
I study stars.

이 분은 나의 아빠에요. 과학자세요. 
좋은 아침, 여러분.
나는 별을 연구한단다.

Hello, children.
This is my mom. She is a nurse
I take care of babies in the hospital.

안녕, 어린이 여러분.
이 분은 나의 엄마에요. 간호사에요. 
나는 병원에서 아기들을 돌본단다.

A level [ What Do You Want to Be? ]



구름아, 와서 나랑 놀자. 
싫어. 나는 아이들과 놀꺼야.

Hey, kids. Come and play with me. 
How’s the weather? It’s warm.

안녕, 얘들아. 와서 나랑 놀자. 
날씨가 어때? 따뜻해.

Hello, kids. Come and play with me. 
Wow, it’s cool. Thank you, Cloud.
Thank you, Sun.

안녕, 얘들아. 와서 나랑 놀자.
와, 시원하다. 고마워, 구름아. 
고마워, 태양.

How’s the weather? 
It’s sunny. It’s warm.
Let’s play.

날씨가 어때? 
화창해. 따뜻하다.
놀러가자.

I want to play with the kids. But, I can’t. 
Don’t worry. I can help you.

나는 아이들과 놀고 싶어.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 
걱정하지마. 내가 도와 줄께.

Ahchoo! I’m sorry.
How’s the weather? It’s windy.

에취! 미안해.
날씨가 어때? 바람이 불어.

Hey, Cloud. Can I come with you? 
Sure. Let’s go!

안녕, 구름. 너랑 같이 가도 될까? 
그럼. 가자!

Cloud, join us.
No, I will play with the kids. 
How’s the weather? It’s rainy.

구름아, 우리랑 놀자.
싫어. 나는 아이들과 놀꺼야. 
날씨가 어때? 비가와.

Cloud, come and join us. 
No, I will play with the kids!
How’s the weather? It’s cloudy.

구름아, 우리랑 놀자.
싫어. 나는 아이들이랑 놀꺼야. 
날씨가 어때? 구름이 꼈어.

A level [ How’s the Weather? ]

Cloud, come and play with me. 
No, I will play with the kids.



One  day,  two  eggs  fell  down  
to  Monkey’s house.
What’s that?

어느 날, 두 개의 알이 원숭이네 집에 떨어졌어요.
저게 뭐지??

What are these? 
I don’t know.

이게 뭘까? 
모르겠는데.

Shh! Good night!

쉿! 잘자!

Do you eat fish? 
They eat fish.
My fish…

너희 생선은 먹니? 
생선은 먹네.
내 생선….

Do you eat grapes? 
They don’t eat grapes. 
Oh, no!
What do they eat?

너희 포도 먹니? 
포도 안 먹어. 
오, 이런!
(펭귄은) 무엇을 먹을까?

Do you eat apples? 
They don’t eat apples. 
What do they eat?

너희 사과 먹니? 
사과 안 먹어.
(펭귄은) 무엇을 먹을까?

Do you eat grass? 
They don’t eat grass. 
Oh, no!
What do they eat?
너희 풀 먹니? 
풀 안 먹어. 
오, 이런!
(펭귄은) 무엇을 먹을까?

Do you eat bananas? 
Oh, no!
They don’t eat bananas.
What do they eat?

너네 바나나 먹지? 
오, 이런!
그 애들은 바나나 안 먹어.
(펭귄은) 무엇을 먹을까?

Look! They’re penguins. 
Why are they crying?
They look hungry.
What do they eat?

봐! 펭귄이네. 
왜 울까?
배고파 보이는데?
(펭귄은) 무엇을 먹을까?

A level [ What Do They Eat? ]



What are you doing? 
I want to fly.
I want to travel outside the jungle.

무엇을 하고 있어? 
난 날고 싶어.
정글 밖을 여행하고 싶어.

Let’s go balloon traveling.
That sounds exciting!
We fly! -Yeepee!
Let me go with you.

우리 풍선여행 떠나자. 
신난다!
날아라! -예이!
나도 따라 갈래.

Goodbye, monkeys!
It was a wonderful trip. 
Goodbye.

잘가, 원숭이들아!
즐거운 여행이었어. 
안녕.

What’s that? That’s the sunset. 
It’s getting dark. Let’s go home.

저건 뭐야? 저건 노을이야. 
점점 어두워진다. 집에 가자.

Look at that. That’s a field. 
It’s very large.

저거 봐. 저건 들판이야. 
굉장히 넓다.

What’s that? That’s an ocean. 
It’s very big.

저건 뭐야? 저건 바다야. 
무척 크다.

Look at that. That’s a desert. 
It’s very hot.
Ouch!
Look! Hello, monkey!

저거 봐. 저건 사막이야. 
무척 덥다.
아야!
봐! 안녕, 원숭이!

What’s that? That’s a mountain.
It’s very high.

저건 뭐야? 저건 산이야.
매우 높다.

What’s that? That’s a river. 
It’s very long.
Look! Hello, fish!

저건 뭐야? 저건 강이야. 
무척 길다.
봐! 안녕, 물고기들아!

A level [ A Balloon Travel ]



This is Eugene’s house. 
Breakfast time!
Eugene doesn’t like apples. 
Apples are good for you.
No! I want chocolate cookies.

여기는 유진의 집이에요. 
아침식사 시간이야!
유진은 사과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과는 몸에 좋단다.
싫어요. 
난 초콜렛 쿠키가 좋아요.

It’s lunch time.
Eugene doesn’t like sandwiches. 
Wow! I like sandwiches.
I don’t like tomatoes.
Eugene, tomatoes are good for 
you.

점심 시간 이에요.
유진은 샌드위치를 좋아하지 않아요. 
와! 샌드위치 좋아요.
난 토마토 싫어.
유진, 토마토는 몸에 좋단다.

At night, when everyone sleeps, 
Eugene comes to the kitchen.
I want more chocolate cookies.
Then, he eats all the chocolate 
cookies.

그날 밤, 모두 잠든 사이, 유진은 주방으로
갔어요. 
초콜렛 쿠키 더 먹을꺼야.
그리곤, 초콜렛 쿠키를 모두 다 먹었어요.

It’s dinner time.
Eugene doesn’t like spaghetti.
Can I have more chocolate 
cookies? 
No! You’ve had enough.

저녁식사 시간이에요.
유진은 스파게티를 좋아하지 않아요. 
초콜렛 쿠키 더 먹어도 되요?
안돼! 이미 충분히 먹었잖아.

It’s snack time. Eugene doesn’t like 
milk. 
Milk is good for you.
I like chocolate cookies.

간식 시간이에요. 유진은 우유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유는 몸에 좋단다.
난 초콜렛 쿠키가 좋아요.

A level [ No More Chocolate Cookies! ]



Next morning, Eugene feels good. 
Look!
You look good now.
Yeah!

다음날 아침, 유진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봐!
다시 좋아졌어.
야호!

No more chocolate cookies! 
Eugene drinks milk.
He eats apples, tomatoes, and 
sandwiches. 
He eats spaghetti.
They’re not that bad.

초콜렛 쿠키는 더 먹으면 안돼! 
유진은 우유를 마셨어요.
유진은 사과, 토마토, 그리고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스파게티도 먹었어요.
나쁘지 않은데.

Eugene goes to see a doctor. 
No more chocolate cookies! 
You have to eat healthy food.

유진은 의사선생님을 보러 갔어요. 초콜렛 쿠키 더
먹으면 안 된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해.

Next morning, Eugene feels 
strange. 
Oh, no! I look like a chocolate 
cookie. 
Are you okay?

다음날, 유진은 느낌이 이상했어요.
어, 이런! 내가 초콜렛 쿠키 같이 생겼잖아! 
괜찮니?

A level [ No More Chocolate Cookies! ]



Hello, Mrs. Cow! 
It’s time to milk. 
Hello, Mr. Cat!

안녕하세요, 젖소 아줌마! 
우유 짤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고양이 아저씨!

Look! They take our milk. 
Why do they need our milk?
That’s ours.

봐! 저들이 우리 우유를 가져가. 
왜 우리 우유를 필요로 하지?
우리 건데.

Thank you for the milk, cows!

우유 고마워, 젖소들아!

Dairy foods are made from milk. 
Cheese is made from milk.
Yogurt is made from milk.
Ice cream is made from milk, too.

유제품은 우유로 만든단다. 
치즈는 우유로 만든단다. 
요거트는 우유로 만든단다.
아이스크림은 우유로 만든단다.

We should share our milk. -Okay!
I’m sorry. Take the milk.
We can share our milk. 
Thank you!

우리 우유를 나누어 줘야겠다. -좋아!
미안해. 우유를 가져가.
우리 우유를 나눠줄께. 
고마워!

I need your milk. -What for?
Because ice cream is made from milk. 
Without milk, I can’t make ice cream.
Really?

난 너희 우유가 필요해. -무엇 때문에?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은 우유로 만들거든. 
우유가 없으면,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없어.
진짜?

I need your milk. 
What for?
Because yogurt is made from milk.
Without milk, I can’t make yogurt.

난 너희 우유가 필요해. 
무엇 때문에?
왜냐하면 요거트는 우유로 만들거든.
우유가 없으면, 요거트를 만들 수 없어.

I need your milk. 
What for?
Because cheese is made from milk.
Without milk, I can’t make cheese.

난 너희 우유가 필요해. 
무엇 때문에?
왜냐하면 치즈는 우유로 만들거든.
우유가 없으면, 치즈를 만들 수 없어.

We have enough milk. We can share. 
No more milk!
No! I don’t want to share.

우리는 충분한 우유가 있단다. 나눠 줄 수 있어. 
더 이상 우유 못 줘요!
안돼! 나눠 주기 싫어요.

A level [ Thank You for the Milk! ]



We’re going to a food festival.
We can try many foods from all 
over the world. Yeah!

우리는 음식 축제에 가고 있어.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온 음식을 먹어볼 수
있어. 야! (신난다!)

Welcome, everyone! This is pizza.
This is spaghetti. These foods 
come from Italy.
They smell good!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자입니다.
이것은 스파게티에요. 이 음식들은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음식 냄새가 좋은데요.

Did you have fun? Yes! 
I like the foods!
Can we come again tomorrow?

재미 있었니? 네!
음식이 모두 마음에 들었어요! 
내일 또 와도 돼요?

This is kimchi. It comes from Korea. 
It’s spicy but delicious.
I like kimchi.
I like kimchi, too.

이건 김치란다. 한국에서 왔지. 
맵지만 맛있어요.
난 김치가 좋아요.
나도 김치가 좋아요.

This is kebab. It comes from Turkey. 
Wow! It looks great!

이건 케밥이란다. 터키에서 왔지. 
와! 멋져요! (맛있어 보여요!)

This is curry. It comes from India. 
Oh, my!
It’s spicy.

이건 카레란다. 인도에서 왔지. 
오, 이런!
매워요.

Hello, everyone!
This is dim sum. This is tofu. 
These foods come from China.
They look yummy! Wow!

안녕, 여러분!
이건 딤섬(중국식 만두)란다. 이건 두부요리야. 
이 음식들은 중국에서 왔지.
모두 맛있어 보여요. 와!

This is taco.
It comes from Mexico. 
I like it.
It’s delicious.

이건 타코란다.
멕시코에서 왔지. (유래되었지.) 
마음에 들어요. (타코 좋아요.) 
맛있어요.

What’s this?
This is sushi. It comes from Japan. 
Can I try? Sure!

이건 뭐에요?
이건 스시란다. 일본에서 왔지. (유래되었지.) 
먹어봐도 돼요? 물론이지!

A level [ Welcome to the Food Festival ]



Glroy is a witch. She lives in the 
clouds in the sky. She makes 
seasons.

글로리는 마녀에요. 하늘의 구름 속에 살지요. 
글로리는 계절을 만들어요.

Ally and Zack visit Glory.
“What are you making?” asks Ally. 
“I’m making winter. Magic letters, 
magic letters. I need W, I, N, T, E, 
R,” says Glory.

앨리와 잭은 글로리를 방문합니다.
“무엇을 만드세요?” 앨리가 물어봐요. “나는
겨울을 만들고 있단다. 마법 글자야, 마법
글자야. 나는 W, I, N, T, E, R 이 필요해.” 
글로리가 말해요.

“Is it spring?” asks Ally.
“No, it’s summer,” says Zack. 
It’s hot. People aren’t happy.

“봄이야?" 앨리가 물어봅니다. 
“아니, 여름이야,” 잭이 말합니다. 더워요. 
사람들이 기쁘지 않아요.

Ally and Zack make spring.
“Magic letters, magic letters. I need S, 
U, M, M, E, R,” says Ally.

앨리와 잭은 봄을 만듭니다.
“마법 글자야, 마법 글자야. 나는 S, U, M, M, E, R 
이 필요해,” 앨리가 말합니다.

Glory is sick.
“You need to rest,” says the doctor.
“I know. But I have to make spring,” 
says Glory.
“Don’t worry. We can help you,” 
says Ally.

글로리가 아파요.
“쉬어야겠어요.”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는 봄을 만들어야 해요.” 
글로리가 말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께요.” 라고 앨리가
말해요.

“What season is it?” asks Ally. 
“It’s winter,” says Zack.
It’s snowing. People like snow.

“무슨 계절이에요” 앨리가 물어봐요. 
“겨울이란다.” 잭이 말해요.
눈이 오네요. 사람들은 눈을 좋아해요.

A level [ Magic Letters ]



Ally and Zack make spring again.
“Magic letters, magic letters. I 
need F, A, L, L,” says Zack.

앨리와 잭은 다시 봄을 만듭니다.
“마법 글자야, 마법 글자야. 나는 F, A, L, L 이
필요해,” 잭이 말합니다.

“Is it spring?” asks Zack. 
“No, it’s fall,” says Ally.
It’s windy. People aren’t happy.

“봄이야” 잭이 물어봅니다.
“아니, 가을이야,” 앨리가 말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사람들이 기쁘지 않아요.

Ally and Zack learn the letters. 
“Can you spell spring?” asks Glory. 
“S, P, R, I, N, G,” says Ally.
“S...P... R...Oh, it’s hard to spell,” says 
Zack.

앨리와 잭은 글자를 배워요.
“봄을 어떻게 쓰지?” 글로리가 물어요. “S, P, R, I, 
N, G,” 앨리가 말해요.
“S...P... R...아유, 너무 어려워요,” 잭이 대답해요.

“What season is it?” asks Glory. 
“Wow, it’s spring,” says Ally and 
Zack.
It’s warm. People are happy.

“무슨 계절이지?” 글로리가 물어요. “와, 봄이에요,” 
앨리와 잭이 말해요.
따뜻해요. 사람들이 기뻐해요.

“Are you okay, Glory?” asks Ally.
“I am okay. Let’s make spring,” says 
Glory. 
“Magic letters, magic letters. I need 
S, P, R, I, N, G,” says Glory.

“괜찮아요. 글로리?” 앨리가 물어봅니다.
“나는 괜찮단다. 봄을 함께 만들어 보자.” 
글로리가 말해요. “마법 글자야, 마법 글자야. 
나는 S, P, R, I, N, G가 필요해,” 글로리가
말해요.

A level [ Magic Letters ]



A level [ A Rainbow Day! ]

Today is Monday.
“Mondays are red days,” says 
Pam. 
She wears a red dress and a red 
hat. 
“Red looks good on me,” says 
Pam.

Pam goes to a garden. 
She sees a lot of flowers.
“Look at the flowers,” says Pam. 
Bees fly around Pam’s hat.
“Go away! I am not a flower,” yells 
Pam.

Today is Thursday.
“Thursdays are green days,” says 
Pam.
She wears a green jacket and green 
socks. 
“Green looks good on me,” says Pam.

Pam goes to a zoo.
She sees a lot of animals.
“Look at the monkeys,” says Pam. 
A monkey pulls Pam’s backpack.
“Let me go! I am not a banana,” yells 
Pam.

Today is Wednesday. 
Wednesdays are yellow days.
Pam wears a yellow shirt and yellow 
pants.
“Yellow looks good on me,” says 
Pam.

Today is Tuesday. 
Tuesdays are orange days.
Pam wears orange overalls and 
orange boots. 
“Look at the pumpkins!” says Pam.
“Ouch! I am not a pumpkin,” yells 
Pam.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은 빨간 색의 날이야,” Pam 이 말해요. 
Pam 은 빨간 드레스를 입고 빨간 모자를 써요. 
“빨간 색은 내게 어울려,” Pam 이 말해요.

Pam 이 꽃밭에 가요. 많은 꽃들을 보아요. 
“저 꽃들 좀 봐,” Pam 이 말해요.
벌들이 Pam 의 모자 위로 날아다녀요. 
“저리가! 난 꽃이 아니야,” Pam 이 소리쳐요.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은 초록 색의 날이야,” Pam 이 말해요. 
그녀는 초록 색 재킷과 초록 색 양말을 신어요. 
“초록 색은 나한테 잘 어울려,” Pam 이 말해요.

Pam 은 동물원에 가요.
Pam 은 많은 동물들을 봐요.
“저 원숭이들 좀 봐,” Pam 이 말해요.
한 원숭이가 Pam 의 가방을 끌어당겨요.
“날 놔 줘! 난 바나나가 아니야,” Pam 이 소리쳐요.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은 노란 색의 날이에요.
Pam 은 노란 셔츠와 노란 바지를 입어요.
“노란 색은 나한테 잘 어울려,” Pam 이 말해요.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은 주황 색의 날이에요.
Pam 은 주황색 멜빵바지를 입고 주황 부츠를
신어요. 
“저 호박들 좀 봐!” Pam 이 말해요.
“아야!” 나는 호박이 아니야,” Pam이 소리쳐요.



Pam goes to a park. 
She sees a lot of bugs.
“Look at the bugs,” says Pam. 
Birds sit on Pam’s jacket.
“Go away! I am not a tree,” yells 
Pam.

Pam 은 공원에 가요. 
그녀는 많은 곤충들을 봐요.
“저 곤충들 좀 봐.” Pam 이 말해요. 
새가 Pam 의 재킷에 앉아요.
“저리가! 난 나무가 아니야,” Pam이 소리쳐요.

Today is Friday. Fridays are blue days. 
Pam wears a blue bathing suit and a 
blue cap.
“Look at the water slides,” says Pam.
“Let me go! I am not a ball,” yells 
Pam.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은 파란 색의
날이에요
Pam 은 파란 수영복을 입고 파란 수영모를
써요. 
“저 워터 슬라이드를 봐,” Pam 이 말해요.
“날 놔 줘! 나는 공이 아니야,” Pam 이 말해요.

“Look at me! I am wearing a 
rainbow!” says
Pam.

“날 봐! 난 무지개를 입고 있어!” Pam이 말해요.

Today is Sunday. Sundays are 
laundry days. 
“Look at the clothes,” says Pam.
“They look like a rainbow!”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은 빨래하는
날이에요. 
“저 옷들 좀 봐,” Pam 이 말해요.
“꼭 무지개 같아 보여!”

Today is Saturday. 
Saturdays are purple days.
Pam wears a purple coat and a 
purple hat. 
“Look at the toys,” says Pam.
“Ouch! I am not a toy,” yells Pam.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보라 색의 날이에요.
Pam 은 보라색 코트와 보라색 모자를 써요. 
“저 장난감들 좀 봐.” Pam 이 말해요.
“아야! 난 장난감이 아니야,” Pam 이 소리
쳐요.

A level [ A Rainbow Day! ]



This house is too small. 
We are too big.
We need a new house.
Let’s leave this home and build 
a new house. 
Bye, Mother.
Bye, sons. Be careful of the big, 
bad wolf!

Good morning, sir. 
Good morning, little pig.
Can you give me some straw? 
Sure!
What will you do?
I will build a house with straw. 
Is it strong enough?
Yes, it is.
<Song>
This is the way I build a house, build 
a house, build a house. This is the 
way I build a house, build a house 
with straw.

Good afternoon, sir. 
Good afternoon, little pig.
Can you give me some sticks? 
Sure!
What will you do?
I will build a house with sticks. 
Is it strong enough?
Of course, it is.
<Song>
This is the way I build a house, 
build a house, build a house. This is 
the way I build a house, build a 
house with sticks.

이 집은 너무 작아. 
우리가 너무 커.
우린 새로운 집이 필요해.
우리 이 집을 떠나서 새로운 집을 짓다. 
안녕, 엄마.
안녕, 얘들아. 크고, 나쁜 늑대 조심해!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 작은 돼지야.
저한테 지푸라기 좀 주시겠어요? 
물론이지!
무엇을 하려고 하니? 
지푸라기로 집을 지으려 구요. 
그걸로 충분히 튼튼할까?
응. 그럼.
<노래>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 거에요. 집을 지어요. 
집을 지어요. 이렇게 집을 지어봐요, 
지푸라기로.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 작은 돼지야.
저한테 나무막대기 좀 주시겠어요? 
물론이지!
무엇을 하려고?
나무막대로 집을 지으려 구요. 
그걸로 충분히 단단할까? 물론이지.
<노래>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 거에요. 집을 지어요. 
집을 지어요. 이렇게 집을 지어봐요, 
나무막대로

A level [ The Three Little Pigs ]



Good evening, sir. 
Good evening, little pig.
Can you give me some bricks? 
Sure!
What will you do?
I will build a house with bricks. 
You work too hard.
I will build a strong house.
<Song>
This is the way I build a house, 
build a house, build a house. This is 
the way I build a house, build a 
house with bricks.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 작은 돼지야.
저에게 벽돌을 좀 주시겠어요? 
물론이지!
무엇을 하려고?
벽돌로 집을 지으려 구요. 
넌 너무 열심히 일한다.
난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노래>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 거에요. 집을 지어요. 집을
지어요. 이렇게 집을 지어봐요, 벽돌로.

A level [ The Three Little Pigs ]

Little pig, little pig, let me in.
Not by the hair of my chinny, chin, 
chin. Let me in.
No way! Go away, bad wolf!

작은 돼지야, 작은 돼지야. 나를 들여보내줘. 
절대 안돼요. (내 턱에 털 끝만큼도 안돼요.) 
들어가게 해줘.
안돼요! 저리가요. 나쁜 늑대 아저씨!

Then, I’ll huff, and I’ll puff, and I’ll 
blow your house down.
You cannot blow down my house. 
Ha, ha! You will see! Whoooo!
Help, brother! Help me!

그럼 나는 훅, 훅 불어서 너의 집을 날려버릴 테다.
내 집을 날려버리지는 못 할 거에요. 
하!하! 두고 보자! 후~~~~~! 
도와줘, 동생아! 도와줘! (살려줘!)

Little pig, little pig, let me in.
Not by the hair of my chinny, 
chin, chin. Let me in.
No way! Go away, bad wolf!

작은 돼지야. 작은 돼지야. 나를 들여보내 줘. 
절대 안돼요. (내 턱에 털 끝만큼도 안돼요.) 
들어가게 해줘.
안돼요! 저리 가요. 나쁜 늑대 아저씨!

Then, I’ll huff, and I’ll puff, and I’ll 
blow your house down.
You cannot blow down my house. 
Ha, ha! You will see. Whoooo!
Help, brother! Help us!

그럼 나는 훅, 훅 불어서 너의 집을 날려버릴 테다.
내 집을 날려버리지는 못 할 거에요. 
하!하! 두고 보자! 후~~~~~!
도와줘, 동생아! 우리를 도와줘! (살려줘!)



The wolf is running away. 
Hooray!
Thank you, brother. 
You’re welcome.
Let’s live together in my strong 
house.

늑대가 도망을 가요.
야!!
고마워, 막내야. 
천만에
우리 모두 내 튼튼한 집에서 함께 살아요.

Then, I’ll climb down the chimney. 
Put a hot pot under the chimney. 
Ahhhhh! It’s too hot!
It hurts! It hurts!
<Chant>
Wolf is coming down the chimney. 
Oh, no! I’m scared.
Oh, no! He will eat us.
Don’t worry. I have an idea.
Put a hot pot under the chimney.

그럼 난, 굴뚝을 타고 내려가야겠다. 
굴뚝 밑에 뜨거운 냄비를 놓자. 
아야! 앗 뜨거워!
아프다! 아파!
<챈트>
늑대는 굴뚝을 타고 내려와요. 
오, 안돼! 너무 무서워요.
오, 안돼! 늑대가 우릴 잡아 먹을 꺼야.
걱정하지마.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굴뚝 밑에 뜨거운 냄비를 놓자.

Little pig, little pig, let me in.
Not by the hair of my chinny, chin, 
chin. 
Then, I’ll huff, and I’ll puff, and I’ll 
blow your house down.
Go away, bad wolf!
You cannot blow down my strong 
house. 
Ha, ha! You will see. Whoooo!
Oh, no! It’s too strong.

작은 돼지야. 작은 돼지야. 나를 들여보내 줘. 
절대 안돼요. (내 턱에 털 끝만큼도 안돼요.)
그럼 나는 훅, 훅 불어서 너의 집을 날려버릴
테다.
저리가요, 나쁜 늑대 아저씨!
내 튼튼한 집을 날려버릴 수는 없을 거에요. 
하 하! 두고 봐라. 후~~!
오, 이런! 이거 너무 튼튼하잖아.

A level [ The Three Little Pigs ]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어보세요.
오른손을 뒤로 빼보세요.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고,
오른손을 흔들어보세요.
호키포키 춤을 추며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A level [ Body Parts ]

You put your right hand in,
you put your right hand out.
You put your right hand in,
and you shake it all about.
You do the Hokey Pokey,
and you turn yourself around.
That's what it's all about!

You put your left hand in,
you put your left hand out.
You put your left hand in,
and you shake it all about.
You do the Hokey Pokey,
and you turn yourself around.
That's what it's all about!

You put your right foot in,
you put your right foot out.
You put your right foot in,
and you shake it all about.
You do the Hokey Pokey,
and you turn yourself around.
That's what it's all about!

You put your left foot in,
you put your left foot out.
You put your left foot in,
and you shake it all about.
You do the Hokey Pokey,
and you turn yourself around.
That's what it's all about!

왼손을 앞으로 내밀어보세요.
왼손을 뒤로 빼 보세요.
왼손을 앞으로 내밀고,
왼손을 흔들어보세요.
호키포키 춤을 추며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어보세요.
오른발을 뒤로 빼보세요.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오른발을 흔들어보세요.
호키포키 춤을 추며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왼발을 앞으로 내밀어보세요.
왼발을 뒤로 빼보세요.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왼발을 흔들어보세요.
호키포키 춤을 추며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눈, 귀, 입, 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Eyes and ears and mouth and 
nose.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Eyes and ears and mouth and 
nose.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Eyes and ears and mouth and 
nose.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눈, 귀, 입, 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눈, 귀, 입, 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핀 가게 아저씨를 아세요? 
머핀 아저씨? 머핀 아저씨?
Drury Lane에 사는 머핀 가게
아저씨를 아세요?

A level [ Food ]

Do you know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Do you know the muffin man 
who lives in Drury Lane?

Yes! I know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Yes! I know the muffin man who 
lives in Drury Lane.

Do you know the popcorn man, 
the popcorn man, the popcorn 
man?
Do you know the popcorn man 
who lives in Abbey Lane?

Yes! I know the popcorn man, 
the popcorn man, the popcorn 
man.
Yes! I know the popcorn man 
who lives in Abbey Lane.

누가 쿠키 병에서
쿠키를 가져갔지?
Ben이 쿠키 병에서 쿠키를 가져 갔어.
누구, 나?
응! 너!
절대 아니야!
그럼 누구지?

Who took the cookies from the 
cookie jar?
Ben took the cookies from the 
cookie jar.
Who me?
Yes, you!
Not, me!
Then, who?

Jenny took the cookies from 
the cookie jar.
Who me?
Yes, you!
Not, me!
Then, who?

Sally took the cookies from the 
cookie jar.
Who me?
Yes, you!
Not, me!
Then, who?
Coco took the cookies from the 
cookie jar.

Jenny가 쿠키 병에서 쿠키를 가져갔어.
누구, 나?
응! 너!
절대 아니야!
그럼 누구지?

Sally가 쿠키 병에서 쿠키를 가져갔어.
누구, 나?
응! 너!
절대 아니야!
그럼 누구지?
Coco가 쿠키 병에서 쿠키를 가져갔어.

Do you know the ice cream 
man, the ice cream man, the ice 
cream man?
Do you know the ice cream 
man who lives in Penny Lane?

Yes! I know the ice cream man, 
the ice cream man, the ice 
cream man.
Yes! I know the ice cream man 
who lives in Penny Lane.

네! 내가 머핀 가게 아저씨를 알아요. 머핀
아저씨, 머핀 아저씨.
네! 내가 Drury Lane에 사는 머핀 가게
아저씨를 알아요.

팝콘 가게 아저씨를 아세요? 팝콘 아저씨? 
팝콘 아저씨?
Abbey Lane에 사는 팝콘 가게 아저씨를
아세요?

네! 내가 팝콘 가게 아저씨를 알아요. 팝콘
아저씨, 팝콘 아저씨.
네! 내가 Abbey Lane에 사는 팝콘 가게
아저씨를 알아요.

아이스크림 가게 아저씨를 아세요? 
아이스크림 아저씨? 아이스크림 아저씨?
Penny Lane에 사는 아이스크림 가게
아저씨를 아세요?

네! 내가 아이스크림 가게 아저씨를 알아요. 
아이스크림 아저씨, 아이스크림 아저씨.
네! 내가 Penny Lane에 사는 아이스크림
가게 아저씨를 알아요.



붐디아다 붐디아다 붐디아다 붐디에~
붐디아다 붐디아다 붐디아다 붐디에~
나는 산이 좋아요.
나는 언덕이 좋아요.

A level [ Nature ]

Boom-dee-ah-da, boom-dee-
ah-da,
boom-dee-ah-da, boom-dee-
yay.
Boom-dee-ah-da, boom-dee-
ah-da,
boom-dee-ah-da, boom-dee-
yay.
I love the mountains.
I love the rolling hills.

I love the flowers.
I love the daffodils.

붐디아다 붐디아다 붐디아다 붐디에~
붐디아다 붐디아다 붐디아다 붐디에~
나는 구름이 좋아요.
나는 시원한 바람이 좋아요.

Boom-dee-ah-da, boom-dee-
ah-da,
boom-dee-ah-da, boom-dee-
yay.
Boom-dee-ah-da, boom-dee-
ah-da,
boom-dee-ah-da, boom-dee-
yay.
I love the clouds.
I love the fresh wind.

I love the shiny sun.
I love the singing birds.

I love the rainbow when all the 
rain stops.
Boom-dee-ah-da, boom-dee-
ah-da,
boom-dee-ah-da, boom-dee-
yay.
Boom-dee-ah-da, boom-dee-
ah-da,
boom-dee-ah-da, boom-dee-
yay.

나는 반짝이는 해가 좋아요.
나는 노래 부르는 새가 좋아요.

나는 비가 그쳤을 때 나오는 무지개가
좋아요.
붐디아다 붐디아다 붐디아다 붐디에~
붐디아다 붐디아다 붐디아다 붐디에~

I love the fireside when all the 
lights are low.
Boom-dee-ah-da, boom-dee-
ah-da,
boom-dee-ah-da, boom-dee-
yay.
Boom-dee-ah-da, boom-dee-
ah-da,
boom-dee-ah-da, boom-dee-
yay.

나는 꽃이 좋아요.
나는 수선화가 좋아요.

나는 빛이 사라져 어두워졌을 때 난롯가가
좋아요.
붐디아다 붐디아다 붐디아다 붐디에~
붐디아다 붐디아다 붐디아다 붐디에~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Up above the world so high,
Like a diamond in the sky!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반짝 반짝 작은 별
나는 네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해
세상 저 높이, 아주 높이
하늘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 반짝 작은 별
나는 네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해



침대에 5마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동물이 말하길, 
“옆으로 가! 옆으로 가!”
그래서 모두 옆으로 굴렀는데,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위~이~~~~~~

There were five in the bed,
and the little one said, "Roll 
over. Roll over."
So they all rolled over, and one 
fell out. 
Wheee!

There were four in the bed,
and the little one said, "Roll 
over. Roll over."
So they all rolled over, and one 
fell out. 
Ahhh!

침대에 2마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동물이 말하길, 
“옆으로 가! 옆으로 가!”
그래서 둘 다 옆으로 굴렀는데,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이야~~~~

침대에 1마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동물이 말하길, “나는
외로워.”

침대에 모두 다 있었어요.
다 함께 말하길, “잘 자!”

There were three in the bed,
and the little one said, "Roll 
over. Roll over."
So they all rolled over, and one 
fell out.
Whooaa!

침대에 4마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동물이 말하길, 
“옆으로 가! 옆으로 가!”
그래서 모두 옆으로 굴렀는데,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아~~~~!!

침대에 3마리가 있었어요.
그중에서 제일 작은 동물이 말하길, 
“옆으로 가! 옆으로 가!”
그래서 모두 옆으로 굴렀는데,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우오~~~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Indians,
four little, five little, six little 
Indians,
seven little, eight little, nine 
little Indians,
ten little Indians.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언,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인디언,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아홉 꼬마 인디언,
열 꼬마 인디언.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언,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인디언,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아홉 꼬마 인디언,
열 꼬마 인디언.

A level [ Number ]

There were two in the bed,
and the little one said, "Roll 
over. Roll over."
So they both rolled over, and 
one fell out. 
Yippee!

There was one in the bed,
and the little one said, "I'm 
lonely."

There were five in the bed,
and everybody said, "Good 
night!“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Indians,
four little, five little, six little 
Indians,
seven little, eight little, nine 
little Indians,
ten little Indians.



우리는 뽕나무를 돌아요,
뽕나무를, 뽕나무를.
우리는 뽕나무를 돌아요,
아주 이른 아침에.

Here we go round the mulberry 
bush,
the mulberry bush, the 
mulberry bush.
Here we go round the mulberry 
bush,
so early in the morning.

This is the way we wash our face,
wash our face, wash our face.
This is the way we wash our face,
so early in the morning.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빗어요,
머리를 빗어요, 머리를 빗어요.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빗어요,
아주 이른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옷을 입어요,
옷을 입어요, 옷을 입어요.
우리는 이렇게 옷을 입어요,
아주 이른 아침에.

우리는 뽕나무를 돌아요,
뽕나무를, 뽕나무를.
우리는 뽕나무를 돌아요,
아주 이른 아침에.

This is the way we brush our 
teeth,
brush our teeth, brush our 
teeth.
This is the way we brush our 
teeth,
so early in the morning.

우리는 이렇게 우리 얼굴을 씻어요,
얼굴을 씻어요, 얼굴을 씻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얼굴을 씻어요,
아주 이른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이를 닦아요,
이를 닦아요, 이를 닦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를 닦아요,
아주 이른 아침에.

A level [ Health ]

This is the way we comb our hair,
comb our hair, comb our hair.
This is the way we comb our hair,
so early in the morning.

This it the way we put on our 
clothes,
put on our clothes, put on our 
clothes.
This it the way we put on our 
clothes, 
so early in the morning.

Here we go round the mulberry 
bush,
the mulberry bush, the 
mulberry bush.
Here we go round the mulberry 
bush,
so early in the morning.



험티 덤티가 담벼락 위에 앉아 있었어요.
험티 덤티가 담벼락에서 떨어졌어요.
모든 왕의 말들과 왕의 신하들도
험티 덤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없었어요.

Humpty Dumpty sat on the wall.
Humpty Dumpty had a big fall.
All the king’s horses and all the 
king’s men couldn’t put Humpty 
together again.

Humpty Dumpty sat on the wall.
Humpty Dumpty had a big fall.
All the king’s horses and all the 
king’s men couldn’t put 
Humpty together again.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빗어요,
머리를 빗어요, 머리를 빗어요.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빗어요,
아주 이른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옷을 입어요,
옷을 입어요, 옷을 입어요.
우리는 이렇게 옷을 입어요,
아주 이른 아침에.

우리는 뽕나무를 돌아요,
뽕나무를, 뽕나무를.
우리는 뽕나무를 돌아요,
아주 이른 아침에.

Humpty Dumpty sat on the wall.
Humpty Dumpty had a big fall.
All the king’s horses and all the 
king’s men couldn’t put 
Humpty together again.

험티 덤티가 담벼락 위에 앉아 있었어요.
험티 덤티가 담벼락에서 떨어졌어요.
모든 왕의 말들과 왕의 신하들도
험티 덤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없었어요.

험티 덤티가 담벼락 위에 앉아 있었어요.
험티 덤티가 담벼락에서 떨어졌어요.
모든 왕의 말들과 왕의 신하들도
험티 덤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없었어요.

A level [ Health ]

This is the way we comb our hair,
comb our hair, comb our hair.
This is the way we comb our hair,
so early in the morning.

This it the way we put on our clothes,
put on our clothes, put on our clothes.
This it the way we put on our clothes,
so early in the morning.

Here we go round the mulberry bush,
the mulberry bush, the mulberry bush.
Here we go round the mulberry bush,
so early in the morning.



Wake up, Rabby!
It’s Mommy’s birthday.

일어나, 래비! 
엄마 생신이야.

Let’s bake a cake. 
Mommy likes carrots. 
Let’s bake a carrot cake.
Let’s pull it out! Oh, it’s too big to 
pull out.

케잌을 만들자.
엄마는 당근을 좋아해. 
당근 케잌을 만들자.
잡아 당기자! 오, 뽑기에 너무 크네.

Surprise!
Happy birthday!

깜짝 놀랐죠! (서프라이즈!)
생신 축하드려요!

Let’s pull it out.
I am big. I am strong. 
Wow! We made it.
It’s very big.

함께 뽑아보자.
나는 커, 힘도 세지. 
와! 해냈다.
이거 정말 크구나.

Wake up, Daddy! 
We need help.

일어나요, 아빠! 
도움이 필요해요.

Let’s pull it out.
I am big. I am strong.
Ouch! It’s too big to pull out.

함께 뽑아보자.
나는 커, 힘도 세지.
아야! 이거 뽑기에는 너무 큰데.

Wake up, Uncle!
It’s Mommy’s birthday. We need 
help.

일어나요, 삼촌!
엄마 생일이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I am big. I am strong. I can pull it 
out. 
It’s too big to pull out.

나는 커. 힘도 세지. 나는 뽑을 수 있어. 
이거 뽑기에 너무 큰데.

Wake up, Grandpa!
It’s Mommy’s birthday. We need 
help.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오늘은 엄마의 생일이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B level [ Happy Birthday, Mommy! ]



Triangle lives in a triangle village. 
Her house is a triangle.
Her windows are triangles.
And her doors are triangles, too.

삼각형은 삼각형 마을에 살아요. 
그녀의 집은 삼각형이에요. 
그녀의 창문들도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문들도 삼각형이에요.

Tomorrow is my birthday. 
Please come to my house.
She invites her friends, Circle, 
Heart, and Star.

내일은 나의 생일이야. 
우리 집에 와 줘.
그녀는 자기의 친구인 동그라미, 하트, 별을
초대해요.

We need a bigger door.
I want to have a party with my 
friends. 
I have a good idea!

우리는 더 큰 문이 필요해요. 
난 친구들과 파티 하고 싶어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Star comes to Triangle’s party, too. 
Come on in, Star!
Oh, no! I can’t come in. It’s too 
small.

별도 삼각형의 파티에 와요. 
들어와, 별!
오, 이런! 난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거 너무 작아.

Heart comes to Triangle’s party. 
Come on in, Heart!
Oh, my! I can’t come in. It’s too 
small.

하트가 삼각형의 파티에 와요. 
들어와, 하트!
오, 세상에! 난 들어갈 수가 없어. 문이 너무
작아.

Today is Triangle’s birthday. 
Circle comes to Triangle’s party. 
Hello, Circle.
Come on in.
Oh, no! I can’t come in. It’s too 
small.

오늘은 삼각형의 생일 이예요. 
동그라미가 삼각형의 파티에 와요. 
안녕, 동그라미.
들어와.
오, 이런! 난 들어갈 수가 없어. 문이 너무 작아.

B level [ My Door is Square! ]



Father Triangle works on the 
door. 
Now, they have a big door.
Wow, it’s big. It’s a square.
Let’s have a party again.

아빠 삼각형이 문에서 작업을 해요. 
이제 그들은 큰 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와! 이거 크다. 이건 정사각형이야.
우리 다시 파티를 하자.

Welcome! Come on in. 
You have a big door.
And it’s a square.

환영해! 어서 와.
문이 커졌구나. (넌 큰 문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건 정사각형이야.

Triangle has a wonderful party 
with her friends.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riangle!

삼각형은 친구들과 함께 최고의 파티를 해요.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삼각형!

B level [ My Door is Square! ]



I am Tractor. 
I am strong.
I help farmers.

나는 트랙터야. 
나는 힘이 세지.
나는 농부들을 도와줘.

Hello! I am tractor! 
Who are you?
Hi! I am School bus.
I am big. I carry lots of children.

안녕! 나는 트랙터야! 
너는 누구니?
안녕! 나는 학교 버스야.
나는 크지. 나는 많은 학생들을 나르지.

Hello! I am Tractor! 
Who are you?
Hi! I am Garbage Truck.
I am tough. I pick up garbage.

안녕! 나는 트랙터야! 
너는 누구니?
안녕! 나는 쓰레기차야.
나는 강인하지(터프해). 나는 쓰레기를 모아.

Hello! I am Tractor! 
Who are you?
Hi! I am Fire Engine.
I am brave. I put out fires.

안녕! 나는 트랙터야! 
너는 누구니?
안녕! 나는 소방차야.
나는 용감하지. 나는 불을 꺼.

Hello! I am Tractor! 
Who are you?
Hi! I am Dump Truck.
I am powerful. I carry heavy things.

안녕! 나는 트랙터야! 
너는 누구니?
안녕! 나는 덤프 트럭이야.
나는 힘이 세. 나는 무거운 것을 나르지.

Hello! I am Tractor! 
Who are you?
Hi! I am Ambulance. 
I am fast.
I carry sick people.

안녕! 나는 트랙터야! 
너는 누구니?
안녕! 나는 구급차야. 
나는 빠르지.
나는 아픈 사람을 태우지.

B level [ Hello! I Am Tractor! ]



Whoa!
Thank you, Tow Truck! 
You’re welcome.
Whenever you are in trouble, just call 
my
name.

와!
고마워, 견인차! 
천만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날 불러.

Hi! I am Tow Truck.
I am smart. I tow cars.

안녕! 나는 견인차야.
나는 똑똑하지. 나는 차를 견인해.

Oh, I am stuck! 
Oh, no!
We are stuck, too. Help! Help!

이런, 나는 꽉 끼었어! 
오, 이런!
우리 모두 꼼짝 못해. 도와줘! 도와줘!

B level [ Hello! I Am Tractor! ]



어느 날 애벌레가 알에서 나와요.
“이거 좀 봐!” 호박벌이 말해요.
“저게 뭐야?” 잠자리가 말해요. 
“이건 애벌레야,” 메뚜기가 말해요.

“Who are you and what are you 
doing?” asks caterpillar.
“I am Bumblebee,” says 
Bumblebee.
“I am flying from flower to flower. 
Come fly with me.”

“너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있니?” 애벌레가
물어봐요.
“나는 호박벌이야” 호박벌이 말해요.
“나는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녀. 이리 와서 나랑
같이 날아다니자.”

“Who are you and what are you 
doing?” asks Caterpillar.
“I am Cricket,” says Cricket.
“I am singing a song. Come sing a 
song with me.”

“너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있니?” 애벌레가
물어봐요.
“나는 귀뚜라미야,” 귀뚜라미가 말해요.
“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 와서 나랑 같이
노래 부르자.”

Caterpillar tries to fly, but she 
can’t. 
“Sorry, I can’t fly. I don’t have 
wings,” says Caterpillar.

애벌레는 날아보려 하지만, 날 수가 없어요. 
“미안해, 난 날수가 없어. 나는 날개가 없어,” 
애벌레가 말해요.

B level [ Now, I Am a Butterfly! ]

One day a caterpillar pops out of 
the egg. 
“Look at this!” says Bumblebee.
“What is that?” says Dragonfly.
“It’s a caterpillar,” says 
Grasshopper.

Caterpillar tries to sing a song, but 
she can’t. 
“Sorry, I can’t sing a song,” says 
Caterpillar.

애벌레는 노래를 부르려 노력해 보지만,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미안해, 난 노래 못하겠어,” 애벌레가 말해요.

“Who are you and what are you 
doing?” asks Caterpillar.
“I am Grasshopper,” says 
Grasshopper.
“I am hopping from leaf to leaf. 
Come hop with me.”

“너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있니?” 애벌레가
물어봐요.
“나는 메뚜기가,” 메뚜기가 말해요.
“나는 나뭇잎에서 나뭇잎으로 뛰어다니지. 와서
나랑 같이 뛰어다니자.”



애벌레는 뛰려 노력하지만, 뛸 수가 없어요. 
“미안, 나는 뛸 수가 없어,” 애벌레가 말해요.

“Hello, Caterpillar! Come play with 
us,” says Ladybug.
“Sorry, I can’t. I am busy now,” 
says Caterpillar.
Caterpillar is very hungry. She eats 
and eats.

“안녕, 애벌레야! 와서 우리랑 놀자,” 
무당벌레가 말해요.
“미안해, 그럴 수 없어. 나 지금 바쁘거든,” 
애벌레가 말해요.
애벌레는 아주 배가 고파요. 먹고, 또 먹어요.

“Hello, Caterpillar! Come play with 
us,” says Beetle.
“Sorry, I can’t. I am busy now,” 
says Caterpillar.
Caterpillar is sleeping in her house.

“안녕, 애벌레! 와서 우리랑 놀자,” 딱정벌레가
말해요.
“미안, 그럴 수 없어. 나는 지금 바쁘거든,” 
애벌레가 말해요.
애벌레는 그녀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Hello, Caterpillar! Come play with 
us,” says Dragonfly.
“Sorry, I can’t. I am busy now,” 
says Caterpillar.
Caterpillar is making her house.

“안녕, 애벌레! 와서 우리랑 놀자,” 잠자리가
말해요. 
“미안, 그럴 수 없어. 나는 지금 바쁘거든,” 
애벌레가 말해요.
애벌레는 그녀의 집을 만들고 있어요.

B level [ Now, I Am a Butterfly! ]

Two weeks later, a butterfly comes 
out of the house.
“Look! It’s a butterfly,” says 
Dragonfly. 
“She’s so beautiful,” says Ladybug.
“I have wings. I can fly,” says 
Caterpillar.
“Now, I am a butterfly!”

이 주 후, 나비가 집에서 나와요.
“봐! 나비야.” 잠자리가 말해요. 
“정말 예쁘다,” 무당벌레가 말해요.
“난 날개가 있어. 날 수가 있지,” 애벌레가
말해요.
“이제, 나는 나비야!”

Caterpillar tries to hop, but she 
can’t. 
“Sorry, I can’t hop,” says 
Caterpillar.



이 분들은 화이트 씨네 가족들이에요. 
화이트 부인만 빼고 모두가 아프답니다.
“다들 뭐가 문제지?” 화이트 부인이 말해요.

Jay White did not wash his hands 
after using the bathroom.
He sucked on his thumb.
“Wash your hands,” said Mrs. 
White. 
“No!” said Jay White.

제이 화이트는 화장실에 다녀와서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리곤 엄지 손가락을 빨았어요.
“손 씻어라.” 화이트 부인이 얘기했어요. 
“싫어요!” 제이가 말했어요.

Mandy White ate lots of candy.
“I love candy,” said Mandy White. 
She did not brush her teeth.
“Brush your teeth,” said Mrs. 
White.
“No!” said Mandy White.

맨디는 캔디를 많이 먹었어요. 
“난 캔디가 좋아.” 맨디가 말해요. 
맨디는 양치질을 안 했어요.
“양치 하거라.” 화이트 부인이 말했어요.
“싫어요!” 맨디가 말했어요.

“My stomach hurts,” says Jay White. 
“Look inside your tummy,” says 
Doctor. 
“There are germs! They make you 
sick. 
Wash your hands and don’t suck on 
your thumb.”
“Okay,” says Jay White.

“배가 아파요.” 제이가 말해요.
“네 배 속을 보렴.” 의사 선생님이 말해요.
“이건 세균이란다! 세균들이 너를 아프게 하는
거야. 손 씻고, 손가락 빨지 마라.”
“알았어요.” 제이가 말해요.

B level [ The White Family ]

These are the Whites.
They are all sick except for Mrs. 
White. 
“What’s wrong with them?” says 
Mrs. White.

“My teeth hurt,” says Mandy White. 
“Look inside your mouth,” says 
Doctor. 
“There are germs! They make you 
sick. Brush your teeth and don’t 
eat sweets.”
“All right,” says Mandy White.

“내 이빨이 아파요.” 맨디가 말해요.
“입 속 좀 봐라.” 의사 선생님이 말해요.
“이건 세균이란다! 세균들이 너를 아프게 하는
거야. 이빨 잘 닦고, 단 거 먹지 말아라.
“알겠어요.” 맨디가 대답해요.

Kevin White played computer games 
all day. 
Then he played computer games all 
night.
He did not sleep.
“Go to bed, Kevin,” said Mrs. White. 
“No!” said Kevin White.

케빈은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 또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잠을 안 잤지요.
“잠을 자야지, 케빈.” 화이트 부인이 말했어요.
“싫어요!” 케빈이 말했어요.



“머리랑 눈이 아파요.” 케빈이 말해요.
“눈 좀 봐봐. 눈이 빨갛구나.”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세요.
“뇌가 너무 피곤한 거야. 열도 있네. 푹 자고
게임은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알겠어요.” 케빈이 대답해요.

Mr. White ate lots of meat.
“I love meat,” said Mr. White.
“Eat some vegetables,” said Mrs. 
White. 
“No!” said Mr. White.

화이트 씨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난 고기가 정말 좋아.” 화이트씨가 말했어요.
“야채도 좀 먹어요.” 화이트 부인이 말했어요. 
“싫어!” 화이트 씨가 말했어요.

“I am washing my hands, Mom,” 
says Jay White.
“I am brushing my teeth, Mom,” 
says Mandy White.
Everyone remembers what Doctor 
said. 
What about Mr. White?
Oh, no!
He is eating meat again.

“저 손 닦고 있어요, 엄마.” 제이가 말해요. 
“엄마, 저는 이 닦고 있어요.” 맨디가 말합니다. 
모두가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네요. 그런데 화이트 씨는요?
어머나, 안돼요!
또 다시 고기를 먹고 있네요.

“My stomach hurts,” says Mr. White. 
“Look inside your tummy,” says 
Doctor. 
“There are lots of gases, so your 
stomach hurts. Eat vegetables and 
don’t eat too much meat.”
“No problem,” says Mr. White.

“배가 아프네요.” 화이트씨가 말해요.
“배 속 좀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해요.
“가스가 가득 차서 배가 아팠던 거예요. 야채를
먹고, 고기는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화이트 씨가 말해요.

The next day, Mr. White farts so hard. 
He blows away the dog house.
“Oh, no! My dog!” says Mandy White.
“Oh, my!” says Mrs. White.

다음 날, 화이트 씨는 방귀를 아주 세게
뀌었어요. 
개 집이 날아가 버렸답니다.
“안 돼! 내 강아지!” 맨디가 말해요.
“에구, 이럴수가!” 화이트 부인이 말해요.

“My head and eyes hurt,” says 
Kevin White. 
“Look inside your eyes. Your eyes 
are red,” says Doctor.
“Your brain is also too tired. You 
have a fever. Sleep well and don’t 
play computer games too much.”
“I got it,” says Kevin White.

B level [ The White Family ]



엄마는 시장에 가야 해. 
늑대 조심하거라.
걱정 마세요, 엄마.
늑대는 거친 목소리와 검은 발을 가졌어.
그가 너희를 다 먹어 버릴 거야.
우리가 정말 조심할게요. 
안녕, 얘들아!
안녕, 엄마

Knock, knock, knock! 
Who is it?
I’m your mother. Open the door. 
I have something for you.
Mommy!
No! He has a rough voice. 
You’re not our mother.
She has a soft voice. 
You’re the wolf.
<Chant>
Go away! Go away! Go away, Wolf! 
You are not our mother.
You are a bad wolf.
Go away! Go away! Go away, Wolf!

똑똑똑! 
누구세요?
엄마란다. 문 열어.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어. 
엄마!
아니야! 그는 목소리가 거칠어. 
당신은 우리의 엄마가 아니야. 
엄마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졌어. 
당신은 늑대야.
<챈트>
가버려요! 가요! 가버려요, 늑대아저씨! 
당신은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쁜 늑대에요.
가버려요! 가요! 가버려요, 늑대아저씨!

B level [ The Wolf and the Five Little Goats ]

I have to go to the market. 
Watch out for the wolf.
Don’t worry, Mother.
He has a rough voice and black feet. 
He will eat you all up.
We will be very careful. 
Bye, children!
Bye, Mom.



I have a rough voice because I have a 
cold. 
Open the door.
Look at his feet. 
He has black feet.
You’re not our mother.
She has white feet.
You’re the wolf.

나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거칠어 졌어. 
문을 열어봐.
그의 발 좀 봐.
발이 검은 색이야.
당신은 우리의 엄마가 아니야.
엄마 발은 흰 색이야.
당신은 늑대야.

B level [ The Wolf and the Five Little Goats ]

안녕하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유와 밀가루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늑대는 우유를 마시고 밀가루를 발에 뿌려요.
난 이제 부드러운 목소리와 흰 발을 가졌어.
<노래>
내 목소리를 들어봐요. 
내 목소리를 들어봐요.
내 목소리는 이제 부드러워요. 
내 목소리 좀 들어봐요!
라, 라, 라, 라, 라! 
내 발 좀 봐요.
내 발 좀 봐요.
내 발은 이제 하얀 색이에요. 
내 발 좀 봐요!
팁, 탭, 토, 팁, 탭, 토!

How are you, sir? May I help you? 
Milk and flour, please.
Here you are.
The wolf drinks milk and sprinkles 
the flour over his feet.
I have a soft voice and white feet 
now.
<Song>
Listen to my voice. 
Listen to my voice. 
My voice is soft now. 
Listen to my voice!
La, la, la, la, la! 
Look at my feet.
Look at my feet.
My feet are white now. 
Look at my feet!
Tip Tap toe, tip tap toe!



Knock, knock, knock! 
Who is it?
I’m your mother. Open the door. 
It sounds like our mother.
Show us your feet!
Okay. Here are my white feet. 
Look! The feet are white.
It’s mother!
Open the door! Come in, Mother!

똑똑똑! 
누구세요?
엄마란다. 문 열어. 
엄마 목소리다.
당신의 발을 보여줘요! 
알았어. 여기 내 흰 발. 
봐! 발이 하얗다.
엄마!
문 열어! 들어와요, 엄마!

Hello, little kids! Ha, ha, ha! 
Oh, no! It’s the bad wolf.
Hide, hide! Go hide! 
I’ll hide in the closet.
I’ll hide under the table.
I’ll hide in the cupboard.

안녕, 꼬마들아! 하,하,하! 
이런, 안돼! 사악한 늑대야. 
숨어, 숨어! 가서 숨어!
난 옷장 안에 숨어야지. 
난 탁자 밑에 숨어야지.
난 찻장 안에 숨어야지.

B level [ The Wolf and the Five Little Goats ]

나 배고프다. 너희를 다 먹어버리겠어. 
이런, 안돼! 너무 무서워.
너 맛 있어 보인다. 널 먹어 주겠어. 
도와줘요, 도와줘요!
아~!
엄마, 와서 우릴 구해줘요.

Oh, my! The door is open! 
Where are my children?
Mother! I’m here. I’m inside the clock. 
Are you okay?
What happened?
Where are your brothers and sisters? 
The wolf came and ate them.

오, 이런! 문이 열렸네! 
아이들이 어디 갔지?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저 시계 안에 있어요. 
너 괜찮니?
무슨 일이야?
형과 누나들은 다 어디 갔니? 
늑대가 와서 다 먹어 버렸어요.

I’m hungry. I’ll eat you all. 
Oh, no! It’s so scary.
You look yummy! I’ll eat you up. 
Help, help!
Ahh~!
Mommy, come and save us.



I’m full.
The wolf falls asleep and snores.
Look, Mother! That’s him.
Shh! Go get a pair of scissors, a 
needle, and a thread.
Let’s take them out of his tummy. 
Come out, my children.
Mother, Mother! 
Are you okay?
I’m fine.
We were so scared, Mother.

배부르다.
늑대는 잠에 들어 코를 골아요. 
봐요, 엄마! 저게 그 늑대에요.
쉿! 가위와, 바늘, 그리고 실을 가져오렴.
뱃속에서 모두 꺼내자. 
얼른 나와, 얘들아. 
엄마, 엄마!
괜찮니? 
괜찮아요.
우리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

Now go and bring some stones. 
Yes, Mother! Let’s hurry up!
Shh! Don’t wake him up. 
Let’s go!
Put them in his tummy.
I’ll sew it up gently and quietly.

이제 가서 돌 좀 주워오렴. 
네, 엄마! 서두르자!
쉿! 그를 깨우지마. 가자!
그것들을 그의 뱃속에 넣어.
천천히 조용히 꽤매야겠다.

B level [ The Wolf and the Five Little Goats ]

I’m thirsty. I need some water. 
Oh, my tummy is so heavy.
Ahhhh! Help, help! 
The wolf is dead!
Yeah! The wolf is dead! Hooray!

목말라. 물 좀 마셔야겠다. 
오, 내 배가 너무 무거운데. 
아아아! 도와줘, 도와줘! 
늑대가 죽었어!
야호! 늑대가 죽었어! 만세!



Jamie 는 이 도시에 살아요.
그는 엄마, 아빠, 그리고 원숭이 Joy 와 살아요. 
Joy 는 아주 짓궂어요.

“Jamie! Can you go to the market?” 
asks Mom.
“I need some eggs.” 
“Okay, Mom!’ says Jamie.
“I’ll go with Joy. Oh, no! He’s 
gone.”

“Jamie! 너 마트에 갈 수 있겠니? 엄마가
물어요.
“나 달걀이 좀 필요해.”
“알았어요, 엄마!” Jamie 가 말해요.
“저 Joy 와 함께 갈게요. 이런! 가버렸네.”

Jamie meets Mr. Baker at the 
bakery. 
“Have you seen my monkey?” asks 
Jamie. 
“A monkey with a red basket?” 
says Mr. Baker.
“He’s gone. Go right to find him.”

Jamie 는 빵집에서 Mr. Baker 를 만나요. 
“제 원숭이 보셨어요?” Jamie 가 물어요.
“빨간 바구니를 든 원숭이?” Mr. Baker 가
말해요.
“갔어. 오른쪽으로 가서 찾아봐.”

Joy comes to the bakery.
“Good morning! May I help you?” 
asks Mr. Baker.
“Whose monkey is this?” yells Mr. 
Baker.
“Stop! Stop the monkey!”

Joy 가 빵집에 들어와요.
“좋은 아침! 무엇을 도와줄까?” Mr. Baker 가
물어봐요.
“누구의 원숭이야?” Mr. Baker 가 소리쳐요.
“그만! 원숭이를 멈추게 해요!”

Jamie lives in this town.
He lives with his mom, dad, and 
his monkey, Joy. Joy is very 
naughty.

Joy comes to the toy store.
“Good morning! May I help you?” 
asks Mr. Robot.
“Whose monkey is this?” yells Mr. 
Robot.
“Stop! Stop the monkey!”

Joy 가 장난감 가게에 들어와요.
“좋은 아침! 무엇을 도와줄까?” Mr. Robot 이
물어요.
“누구의 원숭이야?” Mr. Robot 이 소리쳐요. 
“그만! 원숭이를 멈추게 해요!”

Jamie meets Mr. Robot at the toy 
store. 
“Have you seen my monkey?” asks 
Jamie. 
“A monkey with a red basket?” 
says Mr. Robot.
“He’s gone. Cross the street to find 
him.”

Jamie 가 장난감 가게에서 Mr. Robot 을 만나요. 
“내 원숭이 봤어요?” Jamie가 물어요.
“빨간 바구니를 든 원숭이?” Mr. Robot 이 물어요.
“갔어. 길 건너서 찾아봐.”

B level [ Whose Monkey Is This? ]



Joy 는 꽃집에 들어가요.
좋은 아침! 무엇을 도와줄까? Mrs. Flora 가 물어요.
“누구의 원숭이니?” Mrs. Flora 가 소리쳐요. 
“그만! 원숭이를 멈춰!”

Jamie meets Mrs. Flora at the flower 
shop. 
“Have you seen my monkey?” asks 
Jamie. 
“A monkey with a red basket?” says 
Mrs. Flora.
“He’s gone. Go left to find him.”

Jamie는 꽃가게에서 Mrs. Flora 를 만나요. 
“제 원숭이 보셨어요?” Jamie 가 물어요.
“빨간 바구니를 든 원숭이?” Mrs. Flora 가 말해요.
“갔어, 왼 쪽으로 가서 찾아봐,”

Jamie and Joy finally come to the 
market. 
“Some eggs for Mom. And some 
bananas for you,” says Jamie.

Jamie 와 Joy 는 결국 마트에 가요.
“엄마를 위한 달걀 몇 개. 그리고 널 위한
바나나 약간,” Jamie 가 말해요.

Jamie comes to the bookstore.
“Have you seen my money?” asks 
Jamie.
“A monkey with a red basket?” 
says Mr. Book. 
“There he is.”
“Joy! Here you are,” says Jamie.

Jamie 가 서점에 들어와요.
“제 원숭이 보셨어요? Jamie 가 물어요.
“빨간 바구니를 든 원숭이?” Mr. Book 이 물어요. 
“저기 있단다.”
“Joy! 여기 있구나.” Jamie 가 말해요.

B level [ Whose Monkey Is This? ]

Jamie and Joy come home. 
“Mom! I’m home,” says Jamie. 
“You are late,” says Mom. 
“What happened?”
“Nothing,” says Jamie smiling at 
Joy.

Jamie 와 Joy 가 집에 들어와요. 
“엄마! 나 왔어요.” Jamie 가 말해요. 
“늦었구나,” 엄마가 말해요.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Jamie 가 Joy 를 보고 미소 지어요.

Joy comes to the flower shop.
“Good morning! May I help you?” 
asks Mrs. Flora.
“Whose monkey is this?” yells Mrs. 
Flora.
“Stop! Stop the monkey!”



오늘은 추수 감사절이에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친구들을
초대해,” Tim 이 말해요.
“안녕! 기쁜 추수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Tim 
의 아빠가 말해요.

“Hi! I am Yu-na,” says Yu-na.
“Where are you from?” asks Tim. 
“I’m from Korea,” says Yu-na.
“How do you say Hello in Korea?” 
asks Tim. 
“We say Annyeong-haseyo,” says 
Yu-na.
Annyeong-haseyo!

“안녕! 난 유나야,” 유나가 말해요. 
“넌 어디서 왔니?” Tim 이 말해요. 
“난 한국에서 왔어,” 유나가 말해요.
“한국에서 안녕을 뭐라고 해?” Tim 이 물어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라고 해,” 유나가 말해요. 
안녕하세요!

“Hi! I am Ana,” says Ana.
“Where are you from?” asks Martin. 
“I’m from Spain,” says Ana.
“How do you say Hello in Spain?” 
Asks Martin.
“We say Hola,” says Ana.
Hola!

“안녕! 난 Ana 야,” Ana 가 말해요. 
“넌 어디서 왔니?” 마틴이 말해요.
“난 스페인에서 왔어,” Ana 가 말해요. 
“스페인에서는 안녕을 뭐라고 해?” 마틴이 물어요.
“우리는 올라 라고 해,”. Ana 가 말해요. 
올라!

“Hi! I am Martin,” says Martin. 
“I’m from Germany.”
“How do you say Hello in Germany?” 
asks Tim.
“We say Guten Tag,” says Martin.
Guten Tag!

“안녕! 난 마틴이야,” 마틴이 말해요. 
“난 독일에서 왔어.”
“독일에서 안녕을 뭐라고 해?” Tim 이 물어요.
“우리는 구-텐 택 라고 해,” 마틴이 말해요. 
구-텐 택!

Today is Thanksgiving.
“We invite many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 says Tim.
“Hello! Happy Thanksgiving, 
everybody!” says Tim’s dad.

“Hi! I am Miko,” says Miko. 
“I’m from Japan.”
“How do you say Hello in Japan?” 
asks Ana.
“We say Konnichiwa,” says Miko.
Konnichiwa!

“안녕! 난 Miko 야,” Miko 가 말해요. 
“난 일본에서 왔어.”
“일본에서는 안녕을 뭐라고 해?” Ana 가 물어요.
“우리는 곤니찌와 라고 해, Miko 가 말해요.
곤니찌와!

“Hi! I am Pierre,” says Pierre. 
“Where are you from?” asks Miko. 
“I’m from France,” says Pierre.
“How do you say Hello in France?” 
asks Miko. 
“We say Bonjour,” says Pierre.
Bonjour!

“안녕! 난 Pierre 라고 해,” Pierre 가 말해요. 
“넌 어디서 왔니?” Miko 가 물어요.
“난 프랑스에서 왔어,” Pierre 가 말해요. 
“프랑스에서는 안녕을 뭐라고 해?” Miko 가 물어요. 
“우리는 봉주르 라고 해,” Pierre 가 말해요.
봉주르!

B level [ All around the World ]



“안녕! 난 밍이야,” 밍이 말해요.
“난 중국에서 왔어.”
“중국에서는 안녕을 뭐라고 해?” 유나가
물어요. 
“우리는 니하오 라고 해,” 밍이 말해요.
니하오!

“Hi! I am Deepa,” says Deepa. 
“I’m from India.”
“How do you say Hello in India?” 
Asks Ming. 
“We say Namaste,” says Deepa.
Namaste!

“안녕! 난 Deepa 야,” Deepa 가 말해요. 
“난 인도에서 왔어.”
“인도에서는 안녕을 뭐라고 해?” 밍이 말해요. 
“우리는 나마스테 라고 해,” Deepa 가 말해요.
나마스테!

“Hello, boys and girls!” says Tim’s 
mom.
“Do you like the turkey?” asks 
Tim’s dad. 
“Yeah!” shouts everyone.

“안녕, 소년 소녀 여러분!” Tim 의 엄마가
말해요. 
“칠면조 괜찮니?” Tim 의 아빠가 말해요.
“네!” 모두가 외쳐요.

“This is a Thanksgiving turkey. We 
eat it on Thanksgiving day,” says 
Tim’s dad.
“Enjoy! Happy Thanksgiving!”

“이건 추수감사 칠면조야.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이걸 먹어,” Tim 의 아빠가
말해요.
“맘껏 즐겨! 기쁜 추수감사절 보내!”

“Hi! I am Ming,” says Ming. 
“I’m from China.”
“How do you say Hello in China?” 
asks Yu-na.
“We say Ni Hao,” says Ming.
Ni Hao!

Hello, everyone.
How do you say Hello in your 
country?

안녕, 여러분.
너의 나라에서는 안녕을 뭐라고 해?

B level [ All around the World ]



여기는 제빵학교에요.
요정들이 케이크, 쿠키, 그리고 빵을 굽고 있어요.
“난 쿠키 만드는 것을 좋아해!” Peter 가 말해요. 
“난 세계 최고의 제빵사가 될 거야.”

“There will be the Christmas 
Cookie Contest tomorrow,” says 
Mr. Santa.
“Make your own cookies and bring 
them to me.”
“I will win the prize. I will bake the 
best cookies,” whispers Peter.

“내일은 크리스마스 쿠키 대회가 열릴 거야” 산타
할아버지가 말해요.
“각자 쿠키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렴.”
“내가 상을 탈 거야. 내가 최고의 쿠키를 만들겠어,” 
Peter 가 속삭여요.

I need flour,” says Peter. 
“Flour?” says Dragon.
“Can you find some?” asks Peter. 
“Yes! Here you are,” says Dragon.

“난 밀가루가 필요해,” Peter 가 말해요. 
“밀가루?” Dragon 이 말해요.
“좀 찾아 줄 수 있겠어?” Peter 가 물어요.
“응! 여기 있어,” Dragon 이 말해요.

“What are you doing, Peter?” asks 
Dragon.
“I am going to bake cookies for the 
Christmas Cookie Contest,” says Peter.
“It sounds exciting. I will help you,” 
says Dragon.
“Great,” says Peter.

“Peter 너 뭐하니?” Dragon 이 물어요.
“난 크리스마스 쿠키 대회에 가져갈 쿠키를 만들고
있어,” Peter 가 말해요.
“재미있겠는데. 내가 도와줄게,” Dragon 이 말해요.
“좋아,” Peter 가 말해요.

This is a baking school.
The elves are baking cakes, cookies, 
and bread.
“I love making cookies!” says Peter.
“I will be the best baker in the world.”

“Let’s pour the flour into the bowl,” 
says Peter.
“Now I need milk and eggs.” 
“Milk and eggs,” says Dragon. 
“Can you find them?” asks Peter.

“밀가루를 그릇에 넣자,” Peter 가 말해요.
“이제 나 우유랑 계란이 필요해.” 
“우유와 계란,” Dragon 이 말해요.
“찾을 수 있겠어? Peter 가 물어요.

“Let’s add some milk and eggs,” 
says Peter. 
“Stir them together,” says Peter.
“I need butter, sugar, and salt,” 
says Peter.
“Can you find them?”

“우유와 계란을 넣자,” Peter 가 말해요. 
“그걸 같이 저어,” Peter가 말해요.
“난 버터, 설탕, 그리고 소금이 필요해,” Peter가
말해요.
“찾을 수 있겠어?”

B level [ Christmas Cookie Contest ]



“그것을 같이 섞자,” Peter 가 말해요. 
“(반죽을)밀고, 두드리자,” Peter 가 말해요.
“우리 모양을 만들자,” Peter 가 말해요.

“Let’s put them in the oven,” says 
Peter. 
“Yeah!” shouts Dragon.
“Oh, no! It’s not working,” says Peter. 
“What am I going to do?” cries Peter. 
“Don’t cry. I can help you,” says 
Dragon.

“오븐에 넣자,” Peter 가 말해요. 
“야!” Dragon 이 소리쳐요.
“이런! 이거 작동이 안되네,” Peter 가 말해요. 
“나 이제 어떻게 하지?” Peter 가 울어요.
“울지 마. 내가 도와줄 수 있어,” Dragon 이 말해요.

It’s the Christmas Cookie Contest day.
Mr. and Mrs. Santa will pick the best 
cookies.
“These are yummy,” says Mr. Santa.
“Yes! These are the best cookies ever,” 
says Mrs. Santa.

이제 크리스마스 쿠키 대회 날이에요.
산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최고의 쿠키를 고를
거에요.
“이거 맛있네,” 산타 할아버지가 말해요.
“그래요! 이건 정말 최고의 쿠키네요,” 산타
할머니가 말해요.

“Let’s bake them with my fire,” 
says Dragon.
“Wow! You are great!” says Peter.

“내 불로 굽자,” Dragon 이 말해요.
“와! 너 굉장한데!” Peter 가 말해요.

“Let’s mix them together,” says 
Peter. 
“Let’s roll it and pat it,” says Peter. 
“Let’s make some shapes,” says 
Peter.

Peter wins first prize.
“Thank you! I owe you, Dragon,” 
says Peter. 
“Merry Christmas, everyone!”

Peter 가 일등을 해요.
“고마워! 네 덕분이야, 드래곤,” Peter 가
말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들!

B level [ Christmas Cookie Contest ]



오늘은 분리 수거의 날이에요.
“쓰레기가 많구나,” Peggy 아줌마가 말해요. 
“그것들 버리지마. 그것들 통에 넣어.”

“What are these?” asks Lucy.
“They are recycling bins,” says Mrs. 
Peggy. 
“Recycling?” says Chris.
“Recycling means using things 
again,” says Mrs. Peggy.

“이것들은 뭐에요?” Lucy 가 물어요.
“그것들은 재활용통이란다,” Peggy아줌마가 말해요. 
“재활용이요?” Chris 가 말해요.
“재활용은 물건을 다시 쓴다는 뜻이야,” Peggy 
아줌마가 말해요.

“Can we recycle drink cans?” asks 
Chris.
“Sure! Put the cans in the green bin,” 
says Mrs. Peggy.
“How can we recycle them?” asks 
Sam. 
“We can make pots and pans with 
recycled
cans,” says Mrs. Peggy.

“우리 음료수 캔도 재활용 할 수 있어요?” Chris 
가 물어요.
“물론이지! 캔들은 초록색 통에 넣으렴.” Peggy 
아줌마가 말해요.
“그것들을 어떻게 재활용해요?” Sam 이 물어요. 
“우리는 재활용 캔으로 냄비와 프라이팬을 만들
수 있어,” Peggy 아줌마가 말해요.

“Can we recycle newspapers?” asks 
Lucy. 
“Yes! Put the papers in the blue bin,” 
says Mrs. Peggy.
“How can we recycle them?” asks 
Chris. 
“We can make books and cereal boxes 
with recycled paper,” says Mrs. Peggy.

“신문을 재활용 할 수 있어요?” Lucy 가 물어요. 
“그럼! 종이는 파란 통에 넣으렴.” Peggy 아줌마가
말해요.
“그걸 어떻게 재활용해요?” Chris 가 물어요.
“우리는 재활용 종이로 책과 시리얼 박스를 만들 수
있어,” Peggy 아줌마가 말해요.

Today is recycling day.
“There’s a lot of garbage,” says Mrs. 
Peggy. 
“Don’t throw them away. Put them in 
the bins.”

“Can we recycle old jars, too?” asks 
Sam.
“Of course! Put the glass bottles in 
the yellow bin,” says Mrs. Peggy.
“How can we recycle them?” asks 
Lucy.
“We can make plates and mirrors 
with recycled glass,” says Mrs. 
Peggy.

“오래 된 유리병도 재활용 할 수 있어요?” Sam 이
물어요.
“물론이지! 유리병들은 노란색 통에 넣으렴.” 
Peggy 아줌마가 말해요.
“그것들을 어떻게 재활용해요?” Lucy 가 물어요.
“우리는 재활용 유리로 접시와 거울을 만들 수
있어,” Peggy 아줌마가 말해요.

B level [ How Can We Recycle Garbage? ]



“오래된 옷과 신발들은요?” Sam 이 물어요.
“그것들도 재활용할 수 있어요?” Chris 가 물어요. 
“물론이지!” Peggy 아줌마가 말해요.

“How about old clothes and boots?” 
asks Sam.
“Can we recycle them, too?” asks 
Chris. “Sure!” says Mrs. Peggy.

“음식물 쓰레기는요? 그것도 재활용 할 수 있어요?” 
Sam 이 물어요.
“물론이지! 그건 검은 색 통에 넣으렴,” Peggy 
아줌마가 말해요.
“그걸 어떻게 재활용 해요?” Sam 이 물어요.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비료를 만들 수 있어,”
Peggy 아줌마가 말해요.

“Where is my shoe?” asks Mrs. Jones. 
“Sam, have you seen my shoe?”
“Yes, here it is!” says Sam.

“내 신발 어디 있지?” Jones 아줌마가 물어요. 
“Sam, 내 신발 봤니?”
“네, 여기 있어요!” Sam 이 말해요.

“Look! We can make an apron 
with the old dress,” says Mrs. 
Peggy.
“It’s pretty,” says Lucy.
“We can make a flowerpot with 
the old boot,” says Mrs. Peggy.

“봐! 우리는 오래된 드레스로 앞치마를 만들 수
있어.” Peggy 아줌마가 말해요.
“예뻐요,” Lucy 가 말해요.
“오래된 신발로 화분을 만들 수도 있지,” 
Peggy 아줌마가 말해요.

“How about food wastes? Can we 
recycle them?” asks Sam.
“Sure! Put them in the black bin,” says 
Mrs. Peggy.
“How can we recycle them?” asks Sam. 
“We can make food for plants with 
food wastes,” says Mrs. Peggy.

“Sam, what are you doing?” asks 
Mrs. Jones. “Look, Mom! I am 
recycling your shoe,” shouts Sam.
“Ta-da! It is a flowerpot!”
“Oh, no! That’s my new shoe,” says 
Mrs. Jones.

“Sam, 너 뭐하니?” Jones 아줌마가 물어요.
“봐요, 엄마! 난 엄마의 신발을 재활용 하고
있어요,” Sam 이 소리쳐요.
“짜잔! 이건 화분이에요!”
“안돼! 그건 내 새 신발이야,” Jones 아줌마가
말해요.

B level [ How Can We Recycle Garbage? ]

“Can we recycle shampoo bottles?” 
asks Lucy.
“Sure! Put the plastic bottles in 
the red bin,” says Mrs. Peggy.
“How can we recycle them?” asks 
Chris. 
“We can make toys and plastic 
bags with recycled plastic,” says 
Mrs. Peggy.

“샴푸통도 재활용 할 수 있어요?” Lucy 가 물어요.
“물론이지! 빨간 통에 플라스틱 병들을 넣으렴,”
Peggy 아줌마가 말해요.
“그것들을 어떻게 재활용해요?” Chris 가 물어요. 
“우리는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장난감과 비닐봉지를
만들 수 있어,” Peggy 아줌마가 말해요.



Jasmine 과 Harry 는 뉴욕에 살아요. 
그들은 전세계를 여행하기를 꿈꿔요.
“여기 세계지도가 있다,” 아빠가 말해요.
“와! 이 세상엔 많은 나라들이 있네요,” Jasmine 
이 말해요.
“언젠가는 전세계를 여행하고 싶어.”
“우리 지금 할 수 있어,” 아빠가 말해요.

“Let’s find New York City on the 
map,” says Dad.
“Here it is,” says Harry.
“Right! It’s in the United States,” 
says Dad.

“우리 뉴욕을 지도에서 찾아보자,” 아빠가 말해요.
“여기 있어요,” Harry 가 말해요. 
“맞아! 미국에 있어,” 아빠가 말해요.

“Let’s go to another country!” says 
Harry. 
“I want to go to France,” says 
Jasmine. 
“Where is France? asks Harry.
“France is right here,” says Dad.
“It’s in Europe.”

“우리 다른 나라로 가요!” Harry 가 말해요. 
“난 프랑스 가고 싶어,” Jasmine 이 말해요. 
“프랑스가 어디 있지?” Harry 가 물어요. 
“프랑스는 바로 여기야.” 아빠가 말해요.
“유럽에 있지.”

“Here is New York City,” says Dad. 
“Look! That’s the Statue of Liberty,” 
says Jasmine.
“She’s very tall.”
“She came from France in 1886,” 
explains Dad.

“여기가 뉴욕이란다,” 아빠가 말해요.
“봐! 저건 자유의 여신상이야,” Jamie 가 말해요.
“정말 큰데.”
“저건 1886 년에 프랑스에서 왔단다,” 아빠가
설명해요.

Jasmine and Harry live in New York.
They have a dream of traveling 
around the world.
“Here’s a world map for you,” says 
Dad. 
“Wow! There are a lot of countries 
in the world,” says Jasmine.
“I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someday.”
“We can do it now,” says Dad.

“Look at that!” says Harry.
“That’s the Eiffel Tower,” says 
Jasmine. 
“It’s very tall!” says Harry.
“It’s 324 meters high,” explains 
Dad.
“Look! I like this painting,” says 
Jasmine.

“저걸 봐!” Harry 가 말해요.
“저건 에펠탑이야,” Jasmine 이 말해요. 
“정말 크다!” Harry 가 말해요.
“그건 324 미터 높이야,” 아빠가 설명해요.
“봐! 난 이 그림이 좋아,” Jasmine 이 말해요.

B level [ Big, Big World ]

“우리 이집트로 가자,” Jasmine 이 말해요.
“이집트는 어디에 있어요?” Harry 가 물어요.
“이집트는 바로 여기야,” 아빠가 말해요.
“아프리카에 있지.”

“Let’s go to Egypt,” says Jasmine.
“Where is Egypt?” asks Harry.
“Egypt is right here,” says Dad.
“It’s in Africa.”



“Look at that!” says Jasmine. 
“That’s a pyramid,” says Dad. 
“It’s very huge!” says Jasmine.
“It’s the ancient king’s tomb,” 
explains Dad.
“Wow, look! I like camels,” says Harry.

“저걸 봐! Jasmine 이 말해요. 
“저건 피라미드야,” 아빠가 말해요.
“그거 진짜 크다!” Jasmine 이 말해요. 
“그건 고대 왕의 무덤이야.” 아빠가 말해요.
“와, 봐요! 난 낙타가 좋아요,” Harry 가 말해요.

“Now, I want to go to China,” says 
Harry. 
“Where is China?” asks Jasmine.
“China is right here,” says Dad. 
“It’s in Asia.”

“이제, 난 중국에 가고 싶어,” Harry 가 말해요. 
“중국이 어디에요?” Jasmine 이 물어요. 
“중국은 바로 여기야,” 아빠가 말해요. 
“아시아에 있지.”

“I want to go to the North Pole,” 
says Jasmine.
“Where is the North Pole?” asks 
Harry. 
“The North Pole is right here,” says 
Dad. 
“Look at that!” says Jasmine.
“That’s an iceberg,” says Dad.
“Look! I like the polar bear,” says 
Harry. 
“It’s very cold. I want to go home,” 
says Jasmine.

“난 북극에 가고 싶어,” Jasmine 이 말해요.
“북극이 어디야?” Harry 가 물어요. 
“북극은 바로 여기야,” 아빠가 말해요. 
“저걸 봐!” Jasmine 이 말해요.
“저건 빙하야,” 아빠가 말해요.
“봐! 난 북극곰이 좋아,” Harry 가 말해요. 
“여기 너무 춥다. 집에 가고 싶어,” Jasmine 이
말해요.

B level [ Big, Big World ]

“Look at that!” says Harry.
“That’s the Great Wall of China,” 
says Dad. 
“It’s very long,” says Harry.
“It’s over 5,000 kilometers long,” 
explains Dad.
“Look! I like the dragon,” says 
Jasmine.

“저걸 봐!” Harry 가 말해요.
“저건 만리장성이야,” 아빠가 말해요. 
“이건 굉장히 길다,” Harry 가 말해요.
“그건 5,000 킬로미터 이상 길어.” 아빠가 말해요.
“봐! 난 용이 좋아,” Jasmine 이 말해요.

“Wow! It was so fun!” says Harry.
“Dad! I want to go to other 
countries, too,” says Jasmine.
“Me, too!” says Harry.
“Okay. What country do you want 
to go to next?” asks Dad.

“와! 너무 재미있었어!” Harry 가 말해요.
“아빠! 나 다른 나라도 가고 싶어요,” Jasmine 이
말해요.
“저두여!” Harry 가 말해요.
“좋아. 다음엔 어느 나라에 가고 싶니?” 아빠가
물어요.



“달을 봐!” Alice 가 말해요.
“오늘은 달이 무척 밝다,” Ellen 이 말해요.
“저번 주에는 반달이었는데, 이번엔 보름달이야.” 
Alice 가 말해요.
“달에 가 보면 좋겠다.”

“Look at the stars. They’re 
shining,” says Alice.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There are seven stars.”
“They look like a dipper,” says 
Ellen.
“Yes! We call it the Big Dipper,” 
says Alice. 
“It’s part of the Great Bear.”

“별을 봐. 빛나고 있어,” Alice 가 말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별이 일곱
개 있네.”
“북두칠성 같아,” Ellen 이 말해요.
“그래! 그건 북두칠성이라고 불러,” Alice 가
말해요. 
“그건 큰곰자리의 일부분이야.”

“I’m Alice. Who are you?” asks 
Alice. 
“Are you okay?”
“I’m Ellen. Where are you from?” 
asks Ellen. 
“Hi, I’m Zippy. I’m from Mars. 
Where am I?” says Zippy.
“You are on the Earth,” says Alice.
“The Earth? Oh, I want to go back 
home,” says Zippy.

“난 Alice 야. 넌 누구니?” Alice 가 물어요. 
“너 괜찮니?”
“난 Ellen 이야. 넌 어디서 왔니?” Ellen 이
물어요. 
“안녕, 난 Zippy 야. 난 화성에서 왔어. 나
어디에 있는 거니?” Zippy 가 말해요.
“넌 지구에 있어,” Alice 가 말해요.
“지구? 이런,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Zippy 
가 말해요.

“What’s that?” asks Ellen.
“That’s a shooting star,” says Alice. 
“Let’s go and see.”
“Is that a shooting star?” asks Ellen.
“I don’t think so. Look at that! It’s 
moving,” says Alice.
“It looks like an alien,” says Ellen.

“저건 뭐야?” Ellen 이 물어요.
“저건 별똥별이야.” Alice 가 말해요. 
“우리 가서 보자.”
“저거 별똥별 맞아?” Ellen 이 물어요.
“아닌 것 같아. 저걸 봐! 움직이잖아.” Alice 가
말해요.
“외계인 같이 생겼어,” Ellen 이 말해요.

“Look at the Moon!” says Alice. 
“That’s very bright today,” says 
Ellen.
“Last week, it was a half moon but 
today, it’s a full moon,” says Alice.
“I wish I could go to the Moon.”

B level [ We Love the Earth! ]



“Wow, look at that,” says Ellen.
“It’s a spacecraft. Is it yours?” asks 
Alice. 
“Yes, it’s mine,” says Uncle Bob.
“Are you ready? All aboard!”
“Five, four, three, two, one!” count 
Uncle Bob.
“Blast off!”
“Wow! We’re going to Mars!” 
shouts Alice. 
“Yeah, it’s awesome,” says Ellen.

“와, 저걸 봐,” Ellen 이 말해요.
“우주선이다. 삼촌거에요?” Alice 가 물어요. 
“그래, 내 꺼란다” Bob 삼촌이 말해요. 
“준비됐니? 모두 탑승!”
“오, 사, 삼, 이, 일!” Bob 삼촌이 숫자를 세요.
“발사!”
“와! 우린 화성에 간다!” Alice 가 소리 쳐요. 
“예, 굉장하다,” Ellen 이 말해요.

“Look! That’s burning,” says Ellen. 
“It’s so hot. Is that Mars?” asks Alice.
“No. It’s the Sun,” says Zippy.
“The Sun is a yellow star. It’s much 
bigger than the Earth,” explains 
Uncle Bob.
“And that’s Mercury, the closest 
planet from the Sun.”

“봐! 저거 타고 있어,” Ellen 이 말해요.
“여기 너무 덥다. 저게 화성이야?” Alice 가
물어요.
“아니. 저건 태양이야,” Zippy 가 말해요.
“태양은 노란 별이야. 지구보다 훨씬 커,” Bob 
삼촌이 설명해요.
“그리고 저건 수성이야,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지.”

“Look! That’s very bright like the 
Moon,” says Alice.
“It’s beautiful. Is that Mars?” asks 
Ellen. 
“No. That’s Venus,” says Zippy.
“It’s the second planet from the 
Sun after Mercury,” explains Uncle 
Bob.
“We also call it the Morning Star.”

“봐! 저거 달처럼 매우 밝아,” Alice 가 말해요.
“아름답다. 저게 화성이야?” Ellen 이 물어요. 
“아니. 저건 금성이야,” Zippy 가 말해요.
“저건 수성 다음으로 두 번째로 태양에서
가까운 행성이야,” Bob 이 설명해요.
“우리는 그걸 아침의 별이라고도 불러.”

B level [ We Love the Earth! ]

“Let’s go to Uncle Bob,” says Alice.
“Yeah! He is an astronaut. He can 
help you,” says Ellen.
“Uncle Bob, this is Zippy. He’s 
from Mars,” says Alice.
“Zippy wants to go back home. 
Can you help him?” asks Ellen. 
“Sure!” says Uncle Bob.
“Don’t worry. I can take him home.”

“Bob 삼촌한테 가자,” Alice 가 말해요.
“그래! 그는 우주비행사야. 널 도와줄 수 있어,” 
Ellen 이 말해요.
“Bob 삼촌, 얘는 Zippy 에요. 화성에서 왔어요,” 
Alice 가 말해요.
“Zippy 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Ellen 이 물어요. 
“물론이지!” Bob 삼촌이 말해요.
“걱정 마. 내가 그를 데려다 줄 수 있어.”



“That’s the Earth, our planet,” says 
Uncle Bob. “It’s blue and 
gorgeous,” says Ellen.
“The Earth is the most beautiful 
planet in the universe,” says Alice.
“I am happy to live there.”
“We love the Earth!” say Alice and 
Ellen.

“저건 지구야, 우리의 행성,” Bob 삼촌이 말해요. 
“파랗고 멋지다,” Ellen 이 말해요.
“지구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성이야,” 
Alice 가 말해요.
“난 여기 사는 게 행복해.”
“우린 지구를 사랑해!” Alice 와 Ellen 이 말해요.

B level [ We Love the Earth! ]

“Look! That one has a ring,” says 
Ellen. 
“It’s amazing. Is that Mars?” asks 
Alice. 
“No. That’s Saturn,” says Zippy.
“It’s the second largest planet in 
the Solar System after Jupiter,” 
explains Uncle Bob. 
“The ring is made of small ice.”

“봐! 저건 테두리가 있어,” Ellen 이 말해요. 
“대단하다. 저게 화성이야?” Alice 가 물어요. 
“아니. 저건 토성이야,” Zippy 가 말해요.
“저건 태양계에서 목성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행성이야,” Bob 삼촌이 설명해요.
“테두리는 작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Wow, it’s red,” says Ellen. 
“This is Mars,” says Uncle Bob.
“Thank you for taking me home,” 
says Zippy. 
“It was a wonderful trip. Can we 
visit again?” asks Alice.
“Sure. You’re always welcome,” 
says Zippy. 
“Thanks. See you again and 
goodbye,” say Alice and Ellen.

“와, 이건 빨갛네,” Ellen 이 말해요. 
“이게 화성이야,” Bob 삼촌이 말해요.
“집에 데려다 줘서 고마워요,” Zippy 가 말해요.
“최고의 여정이었어. 우리가 또 방문해도 될까?” 
Alice 가 물어요.
“물론이지. 언제나 환영해,” Zippy 가 말해요. 
“고마워. 다음에 또 보자, 안녕” Alice 와 Ellen 
이 말해요.



버스의 바퀴가 빙글빙글 돌아가요,
빙글빙글, 빙글빙글.
버스의 바퀴가 빙글빙글 돌아가요,
온 동네를 누비며.

B level [ Transportation ]

The wheels on the bus go 
round and round,
round and round, round and 
round.
The wheels on the bus go 
round and round,
all through the town.

The wipers on the bus go swish, 
swish, swish,
swish, swish, swish, swish, swish, 
swish.
The wipers on the bus go swish, 
swish, swish,
all through the town.

버스의 와이퍼가 휙, 휙, 휙 움직여요,
휙, 휙, 휙, 휙, 휙, 휙.
버스의 와이퍼가 휙, 휙, 휙, 움직여요,
온 동네를 누비며.

버스의 문이 열리고 닫혀요,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혀요.
버스의 문이 열리고 닫혀요,
온 동네를 누비며.

The door on the bus goes open 
and shut,
open and shut, open and shut.
The door on the bus goes open 
and shut,
all through the town.

The baby on the bus goes wah, 
wah, wah, 
wah, wah, wah, wah, wah, wah!
The baby on the bus goes wah, 
wah, wah, 
all through the town.

버스에 탄 아기가 으앙, 으앙, 으앙 울어요,
으앙, 으앙, 으앙, 으앙, 으앙, 으앙!
버스에 탄 아기가 으앙, 으앙, 으앙 울어요,
온 동네를 누비며.

The horn on the bus goes beep, 
beep, beep,
beep, beep, beep, beep, beep, 
beep.
The horn on the bus goes beep, 
beep, beep,
all through the town.

버스의 경적이 빵, 빵, 빵 울려요,
빵, 빵, 빵, 빵, 빵, 빵.
버스의 경적이 빵, 빵, 빵 울려요,
온 동네를 누비며.

The people on the bus go shh, 
shh, shh
shh, shh, shh, shh, shh, shh!
The people on the bus go shh, 
shh, shh,
all through the town.

버스에 탄 사람들이 쉿, 쉿, 쉿이라고 해요,
쉿, 쉿, 쉿, 쉿, 쉿, 쉿!
버스에 탄 사람들이 쉿, 쉿, 쉿이라고 해요,
온 동네를 누비며.



역까지 내려가요, 이른 아침에.
모두 일렬로 서 있는 작은 증기
기관차들을 보아요.

B level [ Transportation ]

Down by the station, early in the morning.
See the little pufferbellies all in a row.

See the engine driver pull the little handle.
Chug, chug! Toot, toot! Off we go!

기관사가 조그만 핸들을 당기는 것을 보아요.
칙, 칙! 폭, 폭! 출발합니다!

기관사가 조그만 핸들을 당기는 것을 보아요.
칙, 칙! 폭, 폭! 출발합니다!
칙, 칙! 폭, 폭! 출발합니다!

See the engine driver pull the little handle.
Chug, chug! Toot, toot! Off we go!
Chug, chug! Toot, toot! Off we go!

Down by the station, early in the morning.
See the little pufferbellies all in a row.

역까지 내려가요, 이른 아침에.
모두 일렬로 서 있는 작은 증기 기관차들을 보아요.



사탕을 얻으러 갈 시간이에요,
사탕을 얻으러 갈 시간,
사탕을 얻으러 갈 시간이요,
할로윈이니까요.

B level [ Halloween ]

Time to go trick-or-treating,
time to go trick-or-treating,
time to go trick-or-treating,
for Halloween is here.

For Halloween is here,
for Halloween is here.

Time to go trick-or-treating,
time to go trick-or-treating,
time to go trick-or-treating,
for Halloween is here.

Time to go trick-or-treating,
time to go trick-or-treating,
time to go trick-or-treating,
for Halloween is here.

할로윈이니까요,
할로윈이니까요.

사탕을 얻으러 갈 시간이에요,
사탕을 얻으러 갈 시간,
사탕을 얻으러 갈 시간이요,
할로윈이니까요.

사탕을 얻으러 갈 시간이에요,
사탕을 얻으러 갈 시간,
사탕을 얻으러 갈 시간이요,
할로윈이니까요.

살금 살금 기어다녀,
내 유령의 집에.
으스스한 유령들, 
고양이들과 박쥐들이
내 유령의 집에.

Creeping, creeping
in my haunted house.
Spooky ghosts, cats, and bats
in my haunted house.

Scary monsters,
wicked witch's broom.
Don't you wish that you had
nothing else to fear?
“BOO!” 

Creeping, creeping
in my haunted house.
Spooky ghosts, cats, and bats
in my haunted house.

무시무시한 몬스터들, 사악한 마녀의
빗자루.
무서워 할 것이 더 없었으면 좋겠지? 
우우!

살금살금 기어다녀, 내 유령의 집에.
으스스한 유령들, 고양이와 박쥐들이
내 유령의 집에.

For Halloween is here,
for Halloween is here.
Time to go trick-or-treating,
time to go trick-or-treating,
time to go trick-or-treating,
for Halloween is here.

Trick-or-Treat!

할로윈이니까요,
할로윈이니까요.
사탕을 얻으러 갈 시간이에요,
사탕을 얻으러 갈 시간,
사탕을 얻으러 갈 시간이요,
할로윈이니까요.

사탕을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치겠다!

Scary monsters,
wicked witch's broom.
Don't you wish that you had
nothing else to fear?
“BOO!” 

무시무시한 몬스터들, 
사악한 마녀의 빗자루.
무서워 할 것이 더 없었으면 좋겠지?
우우!



선원이 바다로 갔습니다.
무엇이 보이나 보러 갔습니다.

B level [ Animal ]

A sailor went to sea, sea, sea,
to see what he could see, see, see.

But all that he could see, see, see,
was the bottom of the deep blue sea, sea, sea.

A sailor went to sea, sea, sea,
to see what he could see, see, see.

But all that he could see, see, see,
was the green fish in the sea, sea, sea.

하지만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깊은 바다 속 이었습니다.

선원이 바다로 갔습니다.
무엇이 보이나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다 속 초록색 물고기 뿐이었습니다.

A sailor went to sea, sea, sea,
to see what he could see, see, see.

But all that he could see, see, see,
was the red crab in the sea, sea, sea.

선원이 바다로 갔습니다.
무엇이 보이나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다 속 빨간색 게 뿐이었습니다.



맥도널드 할아버지에게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 농장에서 소를 키웠습니다.

B level [ Animal ]

Old MacDonald had a farm, 
E-I-E-I-O! 
And on that farm, he had some 
cows, 
E-I-E-I-O!

With a moo moo here,
and a moo moo there,
here a moo, there a moo,
everywhere a moo moo!
Old MacDonald had a farm, 
E-I-E-I-O! 

Old MacDonald had a farm, 
E-I-E-I-O! 
And on that farm, he had some 
ducks, 
E-I-E-I-O!

With a quack quack here,
and a quack quack there,
here a quack, there a quack,
everywhere a quack quack!
Old MacDonald had a farm, 
E-I-E-I-O! 

여기서도 음메~ 음메~ 저기서도 음메~ 
음메~
여기서 음메~ 저기서 음메~ 모든 곳에서
음메~ 음메~
맥도널드 할아버지에게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맥도널드 할아버지에게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 농장에서 오리를 키웠습니다.

여기서도 꽥! 꽥! 저기서도 꽥! 꽥! 
여기서 꽥! 저기서 꽥! 모든 곳에서 꽥! 꽥! 
맥도널드 할아버지에게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With a chick chick here,
and a chick chick there,
here a chick, there a chick,
everywhere a chick chick!
Old MacDonald had a farm, 
E-I-E-I-O! 

Old MacDonald had a farm, 
E-I-E-I-O! 
And on that farm, he had some 
sheep, 
E-I-E-I-O!

여기서도 꽥! 꽥! 
저기서도 꽥! 꽥! 
여기서 꽥! 저기서 꽥! 
모든 곳에서 꽥! 꽥! 
맥도널드 할아버지에게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맥도널드 할아버지에게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 농장에서 양을 키웠습니다.

Old MacDonald had a farm, 
E-I-E-I-O! 
And on that farm, he had some 
chicks, 
E-I-E-I-O!

맥도널드 할아버지에게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 농장에서 오리를 키웠습니다.

With a baa baa here,
and a baa baa there,
here a baa, there a baa,
everywhere a baa baa!
Old MacDonald had a farm, 
E-I-E-I-O! 

Old MacDonald had a farm, 
E-I-E-I-O! 
And on that farm, he had some 
dogs, 
E-I-E-I-O!

With a woof woof here,
and a woof woof there,
here a woof, there a woof,
everywhere a woof woof!
Old MacDonald had a farm, 
E-I-E-I-O! 

여기서도 바~바~ 저기서도 바~바~
여기서 바~ 저기서 바~ 모든 곳에서
바~바~
맥도널드 할아버지에게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맥도널드 할아버지에게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 농장에서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여기서도 멍! 멍! 저기서도 멍! 멍!
여기서 멍! 저기서 멍! 모든 곳에서 멍! 멍!
맥도널드 할아버지에게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아빠 손가락, 아빠 손가락.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B level [ Family ]

Daddy finger, daddy finger. 
Where are you?
Here I am. Here I am. How do 
you do?

Mommy finger, mommy finger. 
Where are you?
Here I am. Here I am. How do 
you do?

Brother finger, brother finger. 
Where are you?
Here I am. Here I am. How do 
you do?

Sister finger, sister finger. 
Where are you?
Here I am. Here I am. How do 
you do?

엄마 손가락, 엄마 손가락.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빠 손가락, 오빠 손가락.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손가락, 언니 손가락.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Baby finger, baby finger. Where 
are you?
Here I am. Here I am. How do 
you do?

How do you do?

아기 손가락, 아기 손가락.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고 있나요? 자고 있나요?
John형, John형?

B level [ Family ]

Are you sleeping? Are you 
sleeping?
Brother John, Brother John?

Morning bells are ringing. 
Morning bells are ringing.
Ding, ding, dong. 
Ding, ding, dong.

Are you sleeping? Are you 
sleeping?
Sister Kate, Sister Kate?

Morning bells are ringing. 
Morning bells are ringing.
Ding, ding, dong. 
Ding, ding, dong.

아침 종소리가 울려요.
아침 종소리가 울려요.
딩, 딩, 동.
딩, 딩, 동.

자고 있나요? 자고 있나요?
Kate 누나, Kate 누나?

아침 종소리가 울려요.
아침 종소리가 울려요.
딩, 딩, 동.
딩, 딩, 동.

Are you sleeping? Are you 
sleeping?
Grandfather, Grandfather?

Morning bells are ringing. 
Morning bells are ringing.
Ding, ding, dong. 
Ding, ding, dong.

자고 있나요? 자고 있나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침 종소리가 울려요.
아침 종소리가 울려요.
딩, 딩, 동.
딩, 딩, 동.

자고 있나요? 자고 있나요?
할머니, 할머니?

Are you sleeping? Are you 
sleeping?
Grandmother, Grandmother?

Morning bells are ringing. 
Morning bells are ringing.
Ding, ding, dong. 
Ding, ding, dong.

Are you sleeping? Are you 
sleeping?
Little Sam, Little Sam?

Morning bells are ringing. 
Morning bells are ringing.
Ding, ding, dong. 
Ding, ding, dong.

아침 종소리가 울려요.
아침 종소리가 울려요.
딩, 딩, 동.
딩, 딩, 동.

자고 있나요? 자고 있나요?
꼬마Sam, 꼬마Sam?

아침 종소리가 울려요.
아침 종소리가 울려요.
딩, 딩, 동.
딩, 딩, 동.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무너져요, 무너져요.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나의 아름다운 아가씨.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falling down, falling down.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my fair lady.

Build it up with wood and clay,
wood and clay, wood and clay.
Build it up with wood and clay, 
my fair lady.

Oh, no!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falling down, falling down.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my fair lady.

나무와 진흙으로 지어요, 나무와 진흙, 
나무와 진흙으로.
나무와 진흙으로 지어요, 나의 아름다운
아가씨.

오 이런!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무너져요, 무너져요.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나의 아름다운
아가씨.

Hickory dickory dock!
The mouse ran up the clock.
The clock struck one.
The mouse ran down.
Hickory, dickory dock!

Hickory dickory dock!
The mouse ran up the clock.
The clock struck two.
The mouse said, "Boo!"
Hickory dickory dock!

히코리 디코리 덕!
생쥐가 시계 위로 올라갔어요.
시계가 한 시를 쳤어요.
생쥐가 내려갔어요.
히코리 디코리 덕!

히코리 디코리 덕!
생쥐가 시계 위로 올라갔어요.
시계가 두 시를 쳤어요.
생쥐가 “우왁!” 이라고 말했어요.
히코리 디코리 덕!

Build it up with bricks and stones,
bricks and stones, bricks and 
stones.
Build it up with bricks and stones, 
my fair lady.

벽돌과 돌로 지어요, 벽돌과 돌, 벽돌과
돌로.
벽돌과 돌로 지어요, 나의 아름다운 아가씨.

Hickory dickory dock!
The mouse ran up the clock.
The clock struck three.
The mouse said, "Whee!"
Hickory dickory dock!

Hickory dickory dock!
The mouse ran up the clock.
The clock struck four.
The mouse said, "No more!"
Hickory dickory dock!

히코리 디코리 덕!
생쥐가 시계 위로 올라갔어요.
시계가 세 시를 쳤어요.
생쥐가 “이야!” 라고 말했어요.
히코리 디코리 덕!

히코리 디코리 덕!
생쥐가 시계 위로 올라갔어요.
시계가 네 시를 쳤어요.
생쥐가 “더 없잖아!” 라고 말했어요.
히코리 디코리 덕!

B level [ Tools ]

London Bridge is hard and strong, 
hard and strong, hard and strong. 
London Bridge is hard and strong, 
my fair lady.

런던 다리는 단단하고 강해요, 단단하고
강해요, 단단하고 강해요.
런던 다리는 단단하고 강해요, 나의
아름다운 아가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