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ainforest 열대우림 31 mining 채광(광업)

2 savior 구세주, 구원자 32 activity 활동

3 imagine 상상하다 33 among ~중에서

4 be surrounded by ~로 둘러쌓이다 34 illegal 불법적인

5 more than ~이상 35 address(동사) (문제를) 다루다, 처리하다

6 nearest 가장 가까운 36 engineer 엔지니어

7 if so 만약 그렇다면 37 invent 발명하다

8 actually 사실 38 device 장치, 도구

9 insect 곤충 39 detect 감지하다

10 be responsible for ~에 책임이 있다 40 the moment S + V ~하자마자

11 belong ~에 속하다 41 occur 발생하다

12 not ~ at all 전혀 ~이 아닌 42 volunteer(명사) 자원봉사자

13 buzz 윙윙거리는 소리 43 set out 출발하다

14 chainsaw 전기톱 44 ranger station 산림 관리소

15 million 백만의 45 protect 보호하다

16 hectare 헥타르(면적 단위) 46 come upon 우연히 마주치다

17 disappear 사라지다 47 logger 벌목꾼

18 loss 손실 48 flee-fled-fled 도망치다

19 destroy 파괴하다 49 despite ~에도 불구하고

20 habitat 서식지 50 fairly 꽤, 상당히

21 species (동물의) 종 51 perhaps 아마도

22 major 주요한, 큰 52 garage 차고

23 effect 효과 53 develop 개발하다

24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 54 attach 부착하다

25 increase 증가시키다 55 sensitive 민감한

26 amount 양 56 microphone 마이크

27 destruction 파괴 57 so that ~하기 위해서

28 cause(동사) 야기하다, 초래하다 58 up to ~까지

29 by Ving ~함으로써 59 place(동사) ~를 놓다

30 logging 벌목 60 ranger 산림 감시원

YBM(한상호) 영어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survive 살아남다

62 wet 젖은, 습한

63 environment 환경

64 solution 해결책

65 since ~때문에

66 electricity 전기

67 power(동사) 동력을 공급하다

68 solar panel 태양 전지판

69 work 작동하다

70 shade 그늘

71 thick 두꺼운, 꽉 차 있는

72 install 설치하다

73 alert message 경고 메시지

74 immediately 즉시

75 approach 접근하다, 다가가다

76 spot 장소, 지점, 점

77 publish 출판하다, 게재하다

78 word 소문

79 spread 퍼지다

80 contact(동사) 연락하다, 접촉하다

81 release 내보내다, 방출하다

82 prevent O from Ving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83 save 구하다

84 provide 제공하다

85 discard 버리다

86 thanks to ~덕분에

YBM(한상호) 영어



제 4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ainforest 31 mining

2 savior 32 activity

3 imagine 33 among

4 be surrounded by 34 illegal

5 more than 35 address(동사)

6 nearest 36 engineer

7 if so 37 invent

8 actually 38 device

9 insect 39 detect

10 be responsible for 40 the moment S + V

11 belong 41 occur

12 not ~ at all 42 volunteer(명사)

13 buzz 43 set out

14 chainsaw 44 ranger station

15 million 45 protect

16 hectare 46 come upon

17 disappear 47 logger

18 loss 48 flee-fled-fled

19 destroy 49 despite

20 habitat 50 fairly

21 species 51 perhaps

22 major 52 garage

23 effect 53 develop

24 biodiversity 54 attach

25 increase 55 sensitive

26 amount 56 microphone

27 destruction 57 so that

28 cause(동사) 58 up to

29 by Ving 59 place(동사)

30 logging 60 ranger

YBM(한상호) 영어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survive

62 wet

63 environment

64 solution

65 since

66 electricity

67 power(동사)

68 solar panel

69 work

70 shade

71 thick

72 install

73 alert message

74 immediately

75 approach

76 spot

77 publish

78 word

79 spread

80 contact(동사)

81 release

82 prevent O from Ving

83 save

84 provide

85 discard

86 thanks to

YBM(한상호) 영어



제 4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ublish 31 power(동사)

2 work 32 disappear

3 thick 33 invent

4 buzz 34 discard

5 million 35 destroy

6 insect 36 the moment S + V

7 engineer 37 up to

8 if so 38 be surrounded by

9 more than 39 detect

10 prevent O from Ving 40 mining

11 garage 41 ranger station

12 not ~ at all 42 logger

13 protect 43 despite

14 ranger 44 effect

15 address(동사) 45 solution

16 occur 46 sensitive

17 microphone 47 actually

18 imagine 48 be responsible for

19 amount 49 among

20 shade 50 attach

21 environment 51 immediately

22 logging 52 activity

23 contact(동사) 53 destruction

24 electricity 54 approach

25 belong 55 word

26 biodiversity 56 place(동사)

27 device 57 loss

28 alert message 58 volunteer(명사)

29 release 59 rainforest

30 cause(동사) 60 come upon

YBM(한상호) 영어



제 4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출판하다, 게재하다 31 동력을 공급하다

2 작동하다 32 사라지다

3 두꺼운, 꽉 차 있는 33 발명하다

4 윙윙거리는 소리 34 버리다

5 백만의 35 파괴하다

6 곤충 36 ~하자마자

7 엔지니어 37 ~까지

8 만약 그렇다면 38 ~로 둘러쌓이다

9 ~이상 39 감지하다

10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40 채광(광업)

11 차고 41 산림 관리소

12 전혀 ~이 아닌 42 벌목꾼

13 보호하다 43 ~에도 불구하고

14 산림 감시원 44 효과

15 (문제를) 다루다, 처리하다 45 해결책

16 발생하다 46 민감한

17 마이크 47 사실

18 상상하다 48 ~에 책임이 있다

19 양 49 ~중에서

20 그늘 50 부착하다

21 환경 51 즉시

22 벌목 52 활동

23 연락하다, 접촉하다 53 파괴

24 전기 54 접근하다, 다가가다

25 ~에 속하다 55 소문

26 생물 다양성 56 ~를 놓다

27 장치, 도구 57 손실

28 경고 메시지 58 자원봉사자

29 내보내다, 방출하다 59 열대우림

30 야기하다, 초래하다 60 우연히 마주치다

YBM(한상호) 영어



제 4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ublish 31 power(동사)

2 work 32 disappear

3 thick 33 invent

4 buzz 34 discard

5 million 35 destroy

6 곤충 36 ~하자마자

7 엔지니어 37 ~까지

8 만약 그렇다면 38 ~로 둘러쌓이다

9 ~이상 39 감지하다

10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40 채광(광업)

11 garage 41 ranger station

12 not ~ at all 42 logger

13 protect 43 despite

14 ranger 44 effect

15 address(동사) 45 solution

16 발생하다 46 민감한

17 마이크 47 사실

18 상상하다 48 ~에 책임이 있다

19 양 49 ~중에서

20 그늘 50 부착하다

21 environment 51 immediately

22 logging 52 activity

23 contact(동사) 53 destruction

24 electricity 54 approach

25 belong 55 word

26 생물 다양성 56 ~를 놓다

27 장치, 도구 57 손실

28 경고 메시지 58 자원봉사자

29 내보내다, 방출하다 59 열대우림

30 야기하다, 초래하다 60 우연히 마주치다

YBM(한상호) 영어



제 4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ublish 출판하다, 게재하다 31 power(동사) 동력을 공급하다

2 work 작동하다 32 disappear 사라지다

3 thick 두꺼운, 꽉 차 있는 33 invent 발명하다

4 buzz 윙윙거리는 소리 34 discard 버리다

5 million 백만의 35 destroy 파괴하다

6 insect 곤충 36 the moment S + V ~하자마자

7 engineer 엔지니어 37 up to ~까지

8 if so 만약 그렇다면 38 be surrounded by ~로 둘러쌓이다

9 more than ~이상 39 detect 감지하다

10 prevent O from Ving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40 mining 채광(광업)

11 garage 차고 41 ranger station 산림 관리소

12 not ~ at all 전혀 ~이 아닌 42 logger 벌목꾼

13 protect 보호하다 43 despite ~에도 불구하고

14 ranger 산림 감시원 44 effect 효과

15 address(동사) (문제를) 다루다, 처리하다 45 solution 해결책

16 occur 발생하다 46 sensitive 민감한

17 microphone 마이크 47 actually 사실

18 imagine 상상하다 48 be responsible for ~에 책임이 있다

19 amount 양 49 among ~중에서

20 shade 그늘 50 attach 부착하다

21 environment 환경 51 immediately 즉시

22 logging 벌목 52 activity 활동

23 contact(동사) 연락하다, 접촉하다 53 destruction 파괴

24 electricity 전기 54 approach 접근하다, 다가가다

25 belong ~에 속하다 55 word 소문

26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 56 place(동사) ~를 놓다

27 device 장치, 도구 57 loss 손실

28 alert message 경고 메시지 58 volunteer(명사) 자원봉사자

29 release 내보내다, 방출하다 59 rainforest 열대우림

30 cause(동사) 야기하다, 초래하다 60 come upon 우연히 마주치다

YBM(한상호)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