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aterpillar 애벌레 31 stick 찌르다[박다]

2 pupa 번데기 32 be headed for ~로 향하다

3 entirely 완전히 33 territory 영토

4 evil 사악한 34 bold 대담한

5 vanish 사라지다 35 female 여성인

6 stand out 두드러지다 36 naturalist 동식물 학자, 박물학자

7 pioneer 선구자 37 male-dominated 남성 주도형의

8 odd 이상한 38 set out (여행을) 떠나다

9 weird 기이한 39 expedition 탐험

10 observe 관찰하다 40 purely 오직

11 permission 허락 41 rainforest 열대 우림

12 compensation 보상(금) 42 confront 맞서다

13 keen 강한, 깊은 43 intense 극심한

14 obsess (마음을) 사로잡다 44 fierce 극심한, 맹렬한

15 on end (어떤 기간 동안) 계속 45 tropical 열대의

16 depict 묘사하다, 그리다 46 tarantula 타란툴라(독거미의 일종)

17 subtle 미묘한 47 flesh-eating 육식성의

18 die down 차츰 잦아들다 48 numerous 많은

19 awake 깨어 있는 49 eventually 마침내

20 jar 병, 단지 50 remarkable 놀라운

21 publish 출간하다 51 creep 기다

22 reveal 드러내다, 밝히다 52 stem (식물의) 줄기

23 surroundings 환경 53 stretch ~를 펴다, 치다

24 specimen 표본 54 branch 나뭇가지

25 plain 단순한 55 attack 공격하다

26 era 시대 56 prey 먹이

27 fit together 서로 잘 맞다 57 tremendous 엄청난

28 marvelous 신기한 58 classification 분류

29 exotic 이국적인 59 celebrated 유명한

30 lifeless 죽은 60 praise 칭찬하다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weave 엮다

62 historical 역사적인

63 religious 종교적인

64 prevail 유행하다

65 reevaluate 재평가하다

66 recognize 인정하다

67 extraordinary 뛰어난

68 accomplishment 업적

69 contribute 기여하다

70 portrait 초상화

71 bill 지폐

72 be named after ~을 따서 명명되다

73 demonstrate 입증하다

74 doubt 의심

75 suspicion 의심, 의혹

76 ridicule 조롱

77 typical 일반적인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4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aterpillar 31 stick

2 pupa 32 be headed for

3 entirely 33 territory

4 evil 34 bold

5 vanish 35 female

6 stand out 36 naturalist

7 pioneer 37 male-dominated

8 odd 38 set out

9 weird 39 expedition

10 observe 40 purely

11 permission 41 rainforest

12 compensation 42 confront

13 keen 43 intense

14 obsess 44 fierce

15 on end 45 tropical

16 depict 46 tarantula

17 subtle 47 flesh-eating

18 die down 48 numerous

19 awake 49 eventually

20 jar 50 remarkable

21 publish 51 creep

22 reveal 52 stem

23 surroundings 53 stretch

24 specimen 54 branch

25 plain 55 attack

26 era 56 prey

27 fit together 57 tremendous

28 marvelous 58 classification

29 exotic 59 celebrated

30 lifeless 60 praise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weave

62 historical

63 religious

64 prevail

65 reevaluate

66 recognize

67 extraordinary

68 accomplishment

69 contribute

70 portrait

71 bill

72 be named after

73 demonstrate

74 doubt

75 suspicion

76 ridicule

77 typical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4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ra 31 recognize

2 territory 32 extraordinary

3 lifeless 33 tropical

4 odd 34 specimen

5 exotic 35 flesh-eating

6 intense 36 female

7 ridicule 37 typical

8 plain 38 depict

9 purely 39 fit together

10 subtle 40 reevaluate

11 stretch 41 celebrated

12 die down 42 bold

13 portrait 43 male-dominated

14 tremendous 44 on end

15 branch 45 weave

16 pioneer 46 be named after

17 stem 47 suspicion

18 permission 48 obsess

19 reveal 49 praise

20 fierce 50 eventually

21 publish 51 expedition

22 prey 52 be headed for

23 set out 53 vanish

24 caterpillar 54 bill

25 historical 55 observe

26 doubt 56 tarantula

27 religious 57 naturalist

28 numerous 58 compensation

29 confront 59 stand out

30 creep 60 stick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4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시대 31 인정하다

2 영토 32 뛰어난

3 죽은 33 열대의

4 이상한 34 표본

5 이국적인 35 육식성의

6 극심한 36 여성인

7 조롱 37 일반적인

8 단순한 38 묘사하다, 그리다

9 오직 39 서로 잘 맞다

10 미묘한 40 재평가하다

11 ~를 펴다, 치다 41 유명한

12 차츰 잦아들다 42 대담한

13 초상화 43 남성 주도형의

14 엄청난 44 (어떤 기간 동안) 계속

15 나뭇가지 45 엮다

16 선구자 46 ~을 따서 명명되다

17 (식물의) 줄기 47 의심, 의혹

18 허락 48 (마음을) 사로잡다

19 드러내다, 밝히다 49 칭찬하다

20 극심한, 맹렬한 50 마침내

21 출간하다 51 탐험

22 먹이 52 ~로 향하다

23 (여행을) 떠나다 53 사라지다

24 애벌레 54 지폐

25 역사적인 55 관찰하다

26 의심 56 타란툴라(독거미의 일종)

27 종교적인 57 동식물 학자, 박물학자

28 많은 58 보상(금)

29 맞서다 59 두드러지다

30 기다 60 찌르다[박다]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4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ra 31 recognize

2 territory 32 extraordinary

3 lifeless 33 tropical

4 odd 34 specimen

5 exotic 35 flesh-eating

6 극심한 36 여성인

7 조롱 37 일반적인

8 단순한 38 묘사하다, 그리다

9 오직 39 서로 잘 맞다

10 미묘한 40 재평가하다

11 stretch 41 celebrated

12 die down 42 bold

13 portrait 43 male-dominated

14 tremendous 44 on end

15 branch 45 weave

16 선구자 46 ~을 따서 명명되다

17 (식물의) 줄기 47 의심, 의혹

18 허락 48 (마음을) 사로잡다

19 드러내다, 밝히다 49 칭찬하다

20 극심한, 맹렬한 50 마침내

21 publish 51 expedition

22 prey 52 be headed for

23 set out 53 vanish

24 caterpillar 54 bill

25 historical 55 observe

26 의심 56 타란툴라(독거미의 일종)

27 종교적인 57 동식물 학자, 박물학자

28 많은 58 보상(금)

29 맞서다 59 두드러지다

30 기다 60 찌르다[박다]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4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ra 시대 31 recognize 인정하다

2 territory 영토 32 extraordinary 뛰어난

3 lifeless 죽은 33 tropical 열대의

4 odd 이상한 34 specimen 표본

5 exotic 이국적인 35 flesh-eating 육식성의

6 intense 극심한 36 female 여성인

7 ridicule 조롱 37 typical 일반적인

8 plain 단순한 38 depict 묘사하다, 그리다

9 purely 오직 39 fit together 서로 잘 맞다

10 subtle 미묘한 40 reevaluate 재평가하다

11 stretch ~를 펴다, 치다 41 celebrated 유명한

12 die down 차츰 잦아들다 42 bold 대담한

13 portrait 초상화 43 male-dominated 남성 주도형의

14 tremendous 엄청난 44 on end (어떤 기간 동안) 계속

15 branch 나뭇가지 45 weave 엮다

16 pioneer 선구자 46 be named after ~을 따서 명명되다

17 stem (식물의) 줄기 47 suspicion 의심, 의혹

18 permission 허락 48 obsess (마음을) 사로잡다

19 reveal 드러내다, 밝히다 49 praise 칭찬하다

20 fierce 극심한, 맹렬한 50 eventually 마침내

21 publish 출간하다 51 expedition 탐험

22 prey 먹이 52 be headed for ~로 향하다

23 set out (여행을) 떠나다 53 vanish 사라지다

24 caterpillar 애벌레 54 bill 지폐

25 historical 역사적인 55 observe 관찰하다

26 doubt 의심 56 tarantula 타란툴라(독거미의 일종)

27 religious 종교적인 57 naturalist 동식물 학자, 박물학자

28 numerous 많은 58 compensation 보상(금)

29 confront 맞서다 59 stand out 두드러지다

30 creep 기다 60 stick 찌르다[박다]

능률 2 영어 (김성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