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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Christmas 

크리스마스 트리  Christmas tree 

선물   Gift, present 

산타 할아버지  Santa 

메리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순록   Reindeer 

휴일   Holiday 

케이크   Cake 

사탕   Candy 

요정   Elf 

칠면조 고기  Turkey 

눈   Snow 

크리스마스 카드  Christmas card 

썰매   Sled, sleigh 

북극   North pole 

굴뚝   Chimney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크리스마스 캐럴  Christmas Carol 

베들레헴   Bethlehem 

기념하다   To celebrate 

눈사람   Snow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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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난로   Fireplace 

겨우살이  / 미슬토우 Mistletoe 

크리스마스 양말  Christmas stocking 

호랑 가시 나무  Holly 

지팡이 사탕  Candy Cane 

종   Bell 

루돌프 사슴코  Rudolf the red- nosed reindeer 

눈송이   Snowflake 

장식   Decoration, ornaments 

생강쿠키 집  Gingerbread house 

진저맨 / 생강쿠키 사람 Gingerbread man 

화환   Wreath, garland 

천사   Angel 

양초   Candle 

촛불   Candlelight 

불빛   Light, glow 

켜다   Light up, turn on 

촛대   Candle holder 

자선단체   Charity 

밤   Chestnut 

석탄   C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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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Cookie 

쿠키 커터  Cookie cutter 

12월(십이월)  December 

에그노그   Eggnog 

선물을 교환하다  Exchange presents 

가족   Family 

장작   Firewood 

서리   Frost 

과일 케이크  Fruitcake 

가랜드   Garland 

거위 고기  Goose 

안부   Greeting 

빨간색   Red 

녹색   Green 

흰색   White 

금색   Gold 

은색   Silver 

핫초코 / 코코아  Hot chocolate 

행복   Happiness 

껴안다   To hug, cuddle 

얼음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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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드름   Icicle 

딸랑딸랑/짤랑짤랑 Jingle jingle 

기쁨   Joy, happiness 

징글벨   Jingle bell 

크리스마스 전등  Christmas lights 

사랑   Love 

벙어리장갑  Mittens 

호두까개   Nut cracker 

쿠키통   Cookie jar 

퍼레이드   Parade 

소나무   Pine tree 

솔방울   Pine cone 

리본   Ribbon 

눈뭉치   Snow ball 

크리스마스 쇼핑  Christmas Shopping 

목도리   Scarf 

내리다   To fall down 

포장하다   To wrap (something) 

풀다   To unwrap, loosen (something) 

방한화 / 겨울 부츠 Winter boots 

별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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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   Heart 

전통   Tradition 

노래   Song 

겨울   Winter 

소원   Wish 

포장지   Wrapping paper 

나비리본   Bow (To put on presents) 

나비 넥타이  Bow (To wear around neck) 

오리 고기  Duck 

대림절 일요일  Advent sunday 

대림절 달력  Advent Calender 

크리스마스 리스  Christmas Wreath 

반짝거리다  To glitter, shimmer 

크리스마스 모자  Santa hat 

평화   Peace 

춥다   To be cold 

쌀쌀하다   To be chilly 

대림절 초  Advent Cand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