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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ceman

pleasant [plézənt] (날씨가) 쾌적한, 좋은 

exhibition [èksəbíʃən] 전시회, 박람회

discover [diskʌ́vər] 발견하다

frozen [fróuzn] 언, 냉동한

hunter [hʌ́ntər] 사냥꾼

well-preserved [wélprizə́ːrvd] 잘 보존된 

fight [fáit] 싸우다, 전투하다

battle [bǽtl] 전투, 전쟁

Manuel’s Hair

stomach [stʌ́mək] 위, 배

cancer [kǽnsər] 암

depressed [diprést] 의기소침한, 우울한 

relative [rélətiv] 친척, 일가 

shave [ʃéiv] (수염 등을) 깎다, 면도하다 

fall out (머리, 이 등이) 빠지다

look like ~처럼 보이다

be ready for ~을 위한 준비가 되다A Trick on Parents

decide [disáid] 결정하다

scene [síːn] 풍경, 장면

creep [kríːp] 살금살금 움직이다 

hang [hǽŋ] 걸다, 매달다

advance [ædvǽns] 앞당기다

scold [skóuld] 야단치다, 꾸짖다

lock [lɑ́k] 잠그다

play a trick on ~을 속이다, ~에게 장난치다

 

Christmas Presents for  
Friends and Families

earn [ə́ːrn] (돈을) 벌다

present [préznt] 선물

hire [háiər] 고용하다 

shovel [ʃʌ́vəl] 삽 삽으로 뜨다 

driveway [dráivwèi] (도로에서 집·

차고까지의) 진입로 

sidewalk [sáidwɔ́ːk] (포장한) 보도, 인도

total [tóutl] 총액, 합계 

by oneself 혼자서

FRiends  
&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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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phant Camp

government [ɡʌ́vərnmənt] 정부 

official [əfíʃəl] 공무원 

southern [sʌ́ðərn] 남부의 

recently [ríːsntli] 최근에

clear [klíər] (삼림·토지를) 개척하다, 

개간하다

log [lɔ́ːɡ] 목재를 벌채하다 통나무 

break [bréik]  잠깐의 휴식, (짧은) 휴가  

깨뜨리다 

attack [ətǽk] 공격하다

Three Wishes

traveler [trǽvələr] 여행자 

cross [krɔ́ːs] 가로지르다, 횡단하다 

desert [dézərt] 사막 

lost [lɔ́ːst] 길을 잃은 

lantern [lǽntərn] 등, 초롱 

rub [rʌ́b] 문지르다

grant [ɡrǽnt] 주다, 허가하다

wish [wíʃ] 소원 소원을 빌다 Keeping Pets

responsible [rispɑ́nsəbl] 책임감 있는

feed [fíːd] 먹이를 주다

own [óun] 소유하다 

independence [ìndipéndəns] 독립(심) 

proper [prɑ́pər] 적절한, 알맞은

valuable [vǽljuəbl] 귀중한, 소중한

lesson [lésn] 교훈, 가르침 

be good for ~에 좋다 

Ali Baba and the Forty Thieves

explain [ikspléin] 설명하다 

immediately [imíːdiətli] 즉시 

servant [sə́ːrvənt] 하인 

pour [pɔ́ːr] 쏟다, 붓다

boiling [bɔ́iliŋ] 끓어오르는 

save [séiv] 구하다

get out 나오다 

thanks to ~ 덕분에

animals
&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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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Shopping

popular [pɑ́pjulər] 인기 있는

convenient [kənvíːnjənt] 편리한 

leave [líːv] 떠나다 

order [ɔ́ːrdər] 주문하다 

find [fáind] 발견하다, 찾아내다 

don’t have to ~할 필요가 없다 

at any time 언제든지 

for sale 팔려고 내놓은

What Am I?

exchange [ikstʃéindʒ] 교환하다

model [mɑ́dl] 모형, 모델

frequently [fríːkwəntli] 자주 

employ [implɔ́i] 고용하다, 사용하다 

advertise [ǽdvərtàiz] 광고하다

attract [ətrǽkt] (주의·흥미 등을) 끌다 

appearance [əpíərəns] 외관, 겉모습 

put on ~을 입다3D Film about a Roller Coaster  
Ride

entrance [éntrəns] 입구, 문

row [róu] (극장 등의 좌석) 줄

pale [péil] 창백한 

sick [sík] (속이) 메스꺼운, 토할 것 같은

embarrass [imbǽrəs] 당황스럽게 만들다 

fall out of ~에서 떨어지다 

get killed 죽다 

burst into tears 울음을 터뜨리다

A Gorilla in Macy’s

department  [dipɑ́ːrtmənt]  

(백화점의) …매장

floor [flɔ́ːr] (건물의) 층; 바닥 

throw [θróu] 던지다, 팽개치다 

customer [kʌ́stəmər] (상점의) 고객, 손님

rush [rʌ́ʃ] 돌진하다, 서두르다 

tremble [trémbl] 떨다

price [práis] 가격 

over there 저쪽에

shoPPing
& 
h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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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betical Order

several [sévərəl] 몇몇의, 여러 가지의 

entry [éntri] (사전 등의) 표제어, 수록어 

alphabetical [æ̀lfəbétikəl] 알파벳순의 

order [ɔ́ːrdər] 순서 순서를 매기다 

mean [míːn] 의미하다 

follow [fɑ́lou] 따르다 

same [séim] 같은

letter [létər] 문자; 편지 

A Coupon for Popcorn

free [fríː] 무료의 

upgrade [ʌ́pɡréid] (제품의 가격·등급을) 

올리다

pay [péi] 지불하다 

present [prizént] 제출하다, 건네주다

limit [límit] 제한하다

per [pər] ~마다 

resale [ríːsèil] 재판매 

expire [ikspáiər] 만기가 되다

H1N1

flu [flúː] 유행성 감기, 독감 

swine [swáin] 돼지

pork [pɔ́ːrk] 돼지고기 

distribute [distríbjuːt] 나누어 주다, 배포하다

vaccine [væksíːn] (접종용의) 백신

protect [prətékt] 보호하다 

most [móust] 대부분의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A Talking Frog

land [lǽnd] 착륙하다, 떨어지다 

attempt [ətémpt] 시도하다

change [tʃéindʒ] 변하다, 바꾸다

repeat [ripíːt] 반복하다 

whole [hóul] 전체의, 모든 

exclaim [ikskléim] 외치다, 소리치다

pick up 집어 들다 

speak out 큰소리로 이야기하다 

healTh
&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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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vador Dali

behavior [bihéivjər] 행동, 태도

interrupt [ìntərʌ́pt] 방해하다

scary [skέəri] 무서운, 무시무시한 

unreal [ʌ̀nríːəl] 비현실적인 

odd [ɑ́d] 이상한, 특이한

melt [mélt] 녹다 

illustration [ìləstréiʃən] (책·잡지 등의) 

삽화, 도해 

at the age of ~의 나이에

Do You Wear Hanbok?

traditional [trədíʃənl] 전통의, 전통적인

various [vέəriəs] 다양한 

graceful [ɡréisfəl] 우아한, 품위 있는

uncomfortable [ʌ̀nkʌ́mfərtəbl] 불편한

ancestor [ǽnsestər] 조상 

modernize [mɑ́dərnàiz] 현대화하다 

far [fɑ́ːr] 훨씬, 대단히 

value [vǽljuː] 소중히 하다 Hogmanay–New Year’s  
in Scotland

preparation [prèpəréiʃən] 준비

thoroughly [θə́ːrouli] 완전히, 철저히 

celebrate [séləbrèit] 기념하다, 축하하다 

crowd [kráud] 군중

stroke [stróuk] 치기, 때리기

lump [lʌ́mp] 덩어리 

comfort [kʌ́mfərt] 편안함 

consider [kənsídər] (~을 …으로) 여기다, 

생각하다 

Funny Town Names 
in the USA

funny [fʌ́ni] 웃기는, 재미있는 

village [vílidʒ] 마을

fancy [fǽnsi] 장식이 많은, 화려한

grab [ɡrǽb] 붙들다, 잡아채다 

bet [bét] (돈 등을) 걸다, 내기하다 

midnight [mídnàit] 자정, 한밤중 

far away 멀리 떨어진

get together 모이다 

CUlTURe, aRT
&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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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n

close [klóus] (시간·공간 등이) 가까운 

medium [míːdiəm] 중간의, 보통의

billion [bíljən] 10억 

faraway [fɑ́ːrəwéi] 먼, 멀리의 

glow [ɡlóu] 빛을 내다, 빛나다

rotate [róuteit] 자전하다 

face [féis] 향하다 

darkness [dɑ́ːrknis] 암흑, 어둠

Have a Good Time at the Camp

information [ìnfərméiʃən] 정보

site [sáit] 위치, 장소 

cost [kɔ́ːst] 비용 

equipment [ikwípmənt] 장비, 용품

activity [æktívəti] 활동 

disappear [dìsəpíər] 사라지다

produce [prədjúːs] 생기게 하다, 만들어 내다 

trick [trík] 묘기, 요술 The Three R’s Song

room [rúːm]  (특정 목적을 위한) 자리, 공간 

rubbish [rʌ́biʃ] 쓰레기

spread [spréd] 퍼지다, 확산되다

wasteful [wéistfəl] 낭비하는

turn into ~으로 변하다

add up to 결국 ~이 되다 

blot out ~을 완전히 덮다, 가리다 

make use of ~을 이용[활용]하다 

Astronauts in Space

weight [wéit] 무게 

astronaut [ǽstrənɔ́ːt] 우주 비행사

special [spéʃəl] 특별한

ordinary [ɔ́ːrdənèri] 보통의, 평범한 

strap [strǽp] 끈[줄/띠]으로 묶다 

float [flóut] (공중에) 뜨다 

tray [tréi] 쟁반, 쟁반 모양의 접시 

instead of ~ 대신에

naTURe, 
The enViRonmenT
& The UniVeR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