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owl 그릇, 사발 31 concentration 집중

2 follow ~를 따르다 32 ring 울리다

3 say hello to N
~와 인사하다, ~에게 안부

를 전하다
33 simultaneously 동시에

4 board 칠판 34 leap out 뛰쳐나오다

5 beauty salon 미용실 35 cheer 환호하다

6 laugh 웃다 36 get in line 줄에 들어가서다

7 answer 대답하다, 답하다 37 uncover
덮개를 벗기다, 뚜껑을 열

다

8 confidently 자신 있게 38 puzzled 어리둥절해하는, 얼떨떨한

9 empty 빈 39 kind 종류

10 yell 소리치다 40 cry 1. 외치다 2. 울다

11 bother 귀찮게 하다, 괴롭히다 41 No way! 말도 안 돼.

12 stare
n. 빤히 쳐다보기, 응시 v.

응시하다 노려보다
42 ingredients 재료

13 foreign 외국인의 43 taste ~한 맛이 나다, 맛이 ~하다

14 attention 관심 44 one another 서로

15 multicultural 다문화적인 45 innocently 천진스레, 모르는 척

16 exchange 교환하다, 바꾸다 46 be different from ~와 다르다

17 uncomfortable 불편한 47 come together (하나로) 합치다

18 be interested in ~에 관심[흥미]이 있는 48 create 만들어내다, 창조하다

19 indifference 무관심 49 mix 섞다, 혼합되다

20 increasing 증가하는 50 whole 전체, 전부

21 in itself 그 자체로는, 본질적으로 51 sum 합계, 총합

22 more often than not 자주, 대개 52 part 부분

23 apathy 무관심, 무감동 53 a bowl of ~한 그릇

24 join hands with ~와 제휴하다, 손잡다 54 until ~할 때까지

25 ignorance 무지함 55 water
1. 입에 침이 고이다 2. 물

을 주다 3. 눈물이 나다

26 prejudice 편견 56 mix up ~을 섞다

27 be flooded with ~가 넘쳐나다, 빗발치다 57 take turns ~ing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하

다

28 applause 박수 (갈채) 58
have a chance to부정
사

~할 기회를 갖다

29 amazing 놀라운 59 gather 모으다, 모이다

30 a drop of ~의 한 방울, 소량의 60 in a circle 원형을 이루어

영어 동아 (이병민)

https://likasuni.tistory.com/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get to know 알게 되다

62 embrace
1.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2.

껴안다, 포옹하다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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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owl 31 concentration

2 follow 32 ring

3 say hello to N 33 simultaneously

4 board 34 leap out

5 beauty salon 35 cheer

6 laugh 36 get in line

7 answer 37 uncover

8 confidently 38 puzzled

9 empty 39 kind

10 yell 40 cry

11 bother 41 No way!

12 stare 42 ingredients

13 foreign 43 taste

14 attention 44 one another

15 multicultural 45 innocently

16 exchange 46 be different from

17 uncomfortable 47 come together

18 be interested in 48 create

19 indifference 49 mix

20 increasing 50 whole

21 in itself 51 sum

22 more often than not 52 part

23 apathy 53 a bowl of

24 join hands with 54 until

25 ignorance 55 water

26 prejudice 56 mix up

27 be flooded with 57 take turns ~ing

28 applause 58
have a chance to부정
사

29 amazing 59 gather

30 a drop of 60 in a circle

영어 동아 (이병민)

https://likasuni.tistory.com/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get to know

62 embrace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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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uncomfortable 31 simultaneously

2 bother 32 be different from

3 taste 33 get in line

4 create 34 in a circle

5 empty 35 cheer

6 get to know 36 one another

7 sum 37 in itself

8 applause 38
have a chance to부정

사

9 whole 39 kind

10 more often than not 40 puzzled

11 say hello to N 41 cry

12 be flooded with 42 confidently

13 come together 43 join hands with

14 embrace 44 apathy

15 multicultural 45 beauty salon

16 stare 46 amazing

17 attention 47 gather

18 ring 48 a bowl of

19 until 49 answer

20 follow 50 leap out

21 be interested in 51 uncover

22 a drop of 52 board

23 exchange 53 concentration

24 laugh 54 ingredients

25 indifference 55 yell

26 take turns ~ing 56 No way!

27 bowl 57 prejudice

28 foreign 58 mix

29 mix up 59 water

30 ignorance 60 part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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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불편한 31 동시에

2 귀찮게 하다, 괴롭히다 32 ~와 다르다

3 ~한 맛이 나다, 맛이 ~하다 33 줄에 들어가서다

4 만들어내다, 창조하다 34 원형을 이루어

5 빈 35 환호하다

6 알게 되다 36 서로

7 합계, 총합 37 그 자체로는, 본질적으로

8 박수 (갈채) 38 ~할 기회를 갖다

9 전체, 전부 39 종류

10 자주, 대개 40 어리둥절해하는, 얼떨떨한

11
~와 인사하다, ~에게 안부

를 전하다
41 1. 외치다 2. 울다

12 ~가 넘쳐나다, 빗발치다 42 자신 있게

13 (하나로) 합치다 43 ~와 제휴하다, 손잡다

14
1.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2.

껴안다, 포옹하다
44 무관심, 무감동

15 다문화적인 45 미용실

16
n. 빤히 쳐다보기, 응시 v.

응시하다 노려보다
46 놀라운

17 관심 47 모으다, 모이다

18 울리다 48 ~한 그릇

19 ~할 때까지 49 대답하다, 답하다

20 ~를 따르다 50 뛰쳐나오다

21 ~에 관심[흥미]이 있는 51
덮개를 벗기다, 뚜껑을 열

다

22 ~의 한 방울, 소량의 52 칠판

23 교환하다, 바꾸다 53 집중

24 웃다 54 재료

25 무관심 55 소리치다

26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하

다
56 말도 안 돼.

27 그릇, 사발 57 편견

28 외국인의 58 섞다, 혼합되다

29 ~을 섞다 59
1. 입에 침이 고이다 2. 물

을 주다 3. 눈물이 나다

30 무지함 60 부분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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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uncomfortable 31 simultaneously

2 bother 32 be different from

3 taste 33 get in line

4 create 34 in a circle

5 empty 35 cheer

6 알게 되다 36 서로

7 합계, 총합 37 그 자체로는, 본질적으로

8 박수 (갈채) 38 ~할 기회를 갖다

9 전체, 전부 39 종류

10 자주, 대개 40 어리둥절해하는, 얼떨떨한

11 say hello to N 41 cry

12 be flooded with 42 confidently

13 come together 43 join hands with

14 embrace 44 apathy

15 multicultural 45 beauty salon

16
n. 빤히 쳐다보기, 응시 v.

응시하다 노려보다
46 놀라운

17 관심 47 모으다, 모이다

18 울리다 48 ~한 그릇

19 ~할 때까지 49 대답하다, 답하다

20 ~를 따르다 50 뛰쳐나오다

21 be interested in 51 uncover

22 a drop of 52 board

23 exchange 53 concentration

24 laugh 54 ingredients

25 indifference 55 yell

26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하

다
56 말도 안 돼.

27 그릇, 사발 57 편견

28 외국인의 58 섞다, 혼합되다

29 ~을 섞다 59
1. 입에 침이 고이다 2. 물

을 주다 3. 눈물이 나다

30 무지함 60 부분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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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uncomfortable 불편한 31 simultaneously 동시에

2 bother 귀찮게 하다, 괴롭히다 32 be different from ~와 다르다

3 taste ~한 맛이 나다, 맛이 ~하다 33 get in line 줄에 들어가서다

4 create 만들어내다, 창조하다 34 in a circle 원형을 이루어

5 empty 빈 35 cheer 환호하다

6 get to know 알게 되다 36 one another 서로

7 sum 합계, 총합 37 in itself 그 자체로는, 본질적으로

8 applause 박수 (갈채) 38
have a chance to부정

사
~할 기회를 갖다

9 whole 전체, 전부 39 kind 종류

10 more often than not 자주, 대개 40 puzzled 어리둥절해하는, 얼떨떨한

11 say hello to N
~와 인사하다, ~에게 안부

를 전하다
41 cry 1. 외치다 2. 울다

12 be flooded with ~가 넘쳐나다, 빗발치다 42 confidently 자신 있게

13 come together (하나로) 합치다 43 join hands with ~와 제휴하다, 손잡다

14 embrace
1.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2.

껴안다, 포옹하다
44 apathy 무관심, 무감동

15 multicultural 다문화적인 45 beauty salon 미용실

16 stare
n. 빤히 쳐다보기, 응시 v.

응시하다 노려보다
46 amazing 놀라운

17 attention 관심 47 gather 모으다, 모이다

18 ring 울리다 48 a bowl of ~한 그릇

19 until ~할 때까지 49 answer 대답하다, 답하다

20 follow ~를 따르다 50 leap out 뛰쳐나오다

21 be interested in ~에 관심[흥미]이 있는 51 uncover
덮개를 벗기다, 뚜껑을 열

다

22 a drop of ~의 한 방울, 소량의 52 board 칠판

23 exchange 교환하다, 바꾸다 53 concentration 집중

24 laugh 웃다 54 ingredients 재료

25 indifference 무관심 55 yell 소리치다

26 take turns ~ing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하

다
56 No way! 말도 안 돼.

27 bowl 그릇, 사발 57 prejudice 편견

28 foreign 외국인의 58 mix 섞다, 혼합되다

29 mix up ~을 섞다 59 water
1. 입에 침이 고이다 2. 물

을 주다 3. 눈물이 나다

30 ignorance 무지함 60 part 부분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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