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한국어 영어 No. 한국어 영어 No. 한국어 영어

1 개혁 reform, reformation 1 가끔 sometimes 1 가방 bag, backpack

2 계획표
schedule, planning 

chart 2 가족 family 2 개미 ant

3 공연하다 to perform 3 간식 snack 3 기차 train

4 기념품 souvenir 4 개학 back-to-school 4 과일 fruit

5 남북전쟁 civil war 5 걷다 to walk 5 귀 ear

6 놓치다 to let go, miss 6 공부하다 to study 6 나비 butterfly

7 다문화 multicultural 7 공원 park 7 나 I

8 대청소 spring-clean 8 낚시하다 to go fishing 8 노래 song

9 동화책 children's story book 9 달리다 to run 9 눈 eye

10 맵다 spicy 10 닮다 to resemble 10 다람쥐 squirrel

11 맹세 vow, pledge 11 담임 선생님 homeroom teacher 11 당근 carrot

12 목표 goal 12 답장 reply 12 돼지 pig

13 무승부 tie 13 동굴 cave 13 두부 tofu

14 문화재 cultural heritage 14 등산
hiking, mountain 

climbing 14 딸기 strawberry

15 발전소
power plant, power 

station 15 머리카락 hair 15 로보트 robot

16 발표회 recital, presentaion 16 명절 holidays 16 마스크 mask

17 방송 broadcast 17 미술 시간 art class 17 머리 head

18 봉사활동 volunteer activity 18 발음 pronuciation 18 문 door

19 빙글빙글 around and around 19 병원
hospital, doctor's 

office 19 물 water

20 사물놀이
korean traditional 

percussion quartet 20 빠르다 to be fast 20 바지 pants

21 산책하다 take a walk 21 사이좋게 (to get along) well 21 버스 bus

22 소외감 alienation 22 선물 present, gift 22 병원 hospital

23 수족관 aquarium 23 수업 class, lesson 23 비누 soap

24 신문기사 newspaper article 24 수학 mathematics 24 비행기 airplane

25 신제품 new product 25 쉽게 easily 25 선생님 teacher

26 신혼여행 honeymoon 26 시합 (sport) match 26 사랑해요 to love

27 실패하다 fail 27 쓰레기 trash 27 손 hand

28 싱글벙글 smilingly 28 애완동물
pets, companion 

animals 28 수박 watermelon

29 아이돌 idol 29 어둡다 to be dark 29 시소 seesaw

30 안타깝다 regretful 30 역사 history 30 양말 socks

31 영화배우 actor, actress 31 연구하다 to research 31 오리 duck

32 예방하다 prevent 32 예쁘다 to be pretty 32 우산 umbrella

33 오염 pollution 33 욕심 greed 33 우리 we

34 외교관 diplomat 34 월요일 Monday 34 연필 pencil

35 윷놀이 yutnori 35 위험하다 to be dangerous 35 원숭이 monkey

36 음악회 music concert 36 유명하다 to be famous 36 일 work

37 인종차별 racism 37 음식 food 37 자전거 bicycle

38 전시회 exhibition 38 이기다 to win 38 장갑 glove

39 정류장 stop, station 39 잔소리 nagging 39 종이 paper

40 정리정돈 organized, tidy 40 주사를 맞다 to get a shot 40 주스 juice

41 주인공
main, leading 

character 41 지하철 subway 41 책 book

42 지구 온난화 global warming 42 질문하다 to ask questions 42 친구 friend

43 체육대회 athletic competition 43 축하하다 to celebrate 43 코끼리 elephant

44 풍년 year of good harvest 44 춥다 to be cold 44 쿠키 cookie

45 해결하다 solve, settle, resolve 45 충치
cavity, decayed 

tooth 45 키 height

46 홀쭉하다 slim, thin 46 친척 relatives 46 태극기 Korean national flag

47 환경 environment 47 컴퓨터 computer 47 포도 grape

48 회담
talks, meeting, 

conference 48 한글
Hangeul, Korean 

alphabet 48 피아노 piano

49 회복 recover, restore 49 한약 herb medicine 49 한국 Korea

50 효도 filial piety 50 희망 hope 50 학교 school

짧은 글짓기 마당 (1급) 짧은 글짓기 마당 (2급) 짧은 글짓기 마당 (3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