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ollution 오염, 공해 31 contrast 대조, 대비, 차이

2 float
<바다·물 등>에 뜨다, ...에

서 떠다니다
32 shrink 줄어들다

3 chemical 화학물질, 화학약품 33 populated
<지역·장소 등이> 사람들

이 거주하는

4 bury …을 감추다, 덮어 가리다 34 lucky 운이 좋은

5 be familiar with~ ~에 익숙하다, ~을 잘 알다 35 intense 강렬한, 극심한

6 environmental 환경의 36 estimate 추정하다

7 ignore
1. 간과하다, 못보고 지나가

다
37 urban 도시의

8 seemingly 외견상으로, 겉보기에는 38 take away 빼앗다, …을 없애다

9 harmless 해가 없는, 무해한 39 harm
1. …에 해를 끼치다, …을

손상시키다 2. 해, 피해, 손

10 go by
…에 따르다, …을 신용하다;

…에 의거해서 판단하다
40 creature 생명체

11 defined A as B
A(단어 등)를 B라고 정의하

다
41 active 활동적인, 건강한

12 misuse 남용, 오용, 악용 42 navigate 비행하다; 길을 찾다

13 overuse 과용, 남용 43 depend on ~에 의존하다

14 artificial 인공의, 인조의 44 confuse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다

15 point … up
…을 강조하다, 두드러지게

하다
45 end up …ing 결국 …하게 되다

16 come in contact with …와 접촉하다, 만나다 46 crash 충돌하다

17 atmosphere 대기 47 exhaustion 탈진, 기진맥진

18 bounce off …에 맞고[부딪쳐] 튀다 48 threaten
…을 위협하다, 위험에 빠뜨

리다

19 scatter ~을 흩뜨리다 49 hatch
(알이) 부화하다, 부화시키

다

20 argue
1. vi. 반박하다 2. 논하다,

논쟁하다 3. ~을 주장하다
50 horizon 지평선, 수평선

21 innocently 천진난만하게, 순진하게 51 newly 새로, 최근에

22 big deal
(반어적인 의미로) 별일, 대

단한 일
52 ocean 대양, 바다

23 rob 빼앗다, 훔치다 53 keep … from -ing …가 -하지 못하게 하다

24 glow
1. (특히 불꽃이 나지 않는

불의 은은한) 불빛 2. 빛나
54 photosynthesis 광합성

25 increase 증가하다, 인상되다, 늘다 55 darkness 어둠

26 brightness 밝음, 밝기 56 be in for
(특히 불쾌한 일을 곧) 당할

[맞게 될] 상황이다

27 reduce 줄이다[축소하다] 57 necessary 필수적인

28 visible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58 victim 희생자

29 naked
1. 육안의 2. 발가벗은, 알

몸의
59 chemical [pl.] 화학 물질

30 full of …이 많은, …으로 가득한 60 ultimately 결국, 궁극적으로

영어 동아 (이병민)

https://likasuni.tistory.com/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reproduction 번식, 생식

62 affect
…에 영향을 미치다, 작용하

다

63 harmful 해로운, 유해한

64 recover
(질병·충격 등에서) 회복되

다

65 depression 우울증

66 presence 존재

67 trick ~ into … ~를 속여 …하게 만들다

68 beneficial 유익한, 이로운

69 government 정부

70 join hands 협력하다, 손을 잡다

71 in an effort ~하려는 노력으로

72 reduce 줄이다

73 recommend 권고하다, 추천하다

74 in use 사용 중인

75 unnecessary 불필요한, 쓸데없는

76 turn off ~를 끄다

77 active 활동적인

78 generation 세대

79 to put it simply 간단히 말하면

80 wonder 궁금해하다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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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ollution 31 contrast

2 float 32 shrink

3 chemical 33 populated

4 bury 34 lucky

5 be familiar with~ 35 intense

6 environmental 36 estimate

7 ignore 37 urban

8 seemingly 38 take away

9 harmless 39 harm

10 go by 40 creature

11 defined A as B 41 active

12 misuse 42 navigate

13 overuse 43 depend on

14 artificial 44 confuse

15 point … up 45 end up …ing

16 come in contact with 46 crash

17 atmosphere 47 exhaustion

18 bounce off 48 threaten

19 scatter 49 hatch

20 argue 50 horizon

21 innocently 51 newly

22 big deal 52 ocean

23 rob 53 keep … from -ing

24 glow 54 photosynthesis

25 increase 55 darkness

26 brightness 56 be in for

27 reduce 57 necessary

28 visible 58 victim

29 naked 59 chemical

30 full of 60 ultimately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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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reproduction

62 affect

63 harmful

64 recover

65 depression

66 presence

67 trick ~ into …

68 beneficial

69 government

70 join hands

71 in an effort

72 reduce

73 recommend

74 in use

75 unnecessary

76 turn off

77 active

78 generation

79 to put it simply

80 wonder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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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ob 31 photosynthesis

2 presence 32 trick ~ into …

3 contrast 33 increase

4 artificial 34 creature

5 atmosphere 35 unnecessary

6 argue 36 threaten

7 recommend 37 ocean

8 innocently 38 horizon

9 generation 39 keep … from -ing

10 active 40 chemical

11 end up …ing 41 come in contact with

12 ultimately 42 confuse

13 point … up 43 turn off

14 necessary 44 defined A as B

15 recover 45 depend on

16 populated 46 exhaustion

17 hatch 47 harm

18 go by 48 beneficial

19 float 49 newly

20 affect 50 government

21 ignore 51 be in for

22 scatter 52 reduce

23 wonder 53 bounce off

24 depression 54 in an effort

25 bury 55 glow

26 harmless 56 be familiar with~

27 in use 57 environmental

28 darkness 58 visible

29 estimate 59 reproduction

30 pollution 60 join hands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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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빼앗다, 훔치다 31 광합성

2 존재 32 ~를 속여 …하게 만들다

3 대조, 대비, 차이 33 증가하다, 인상되다, 늘다

4 인공의, 인조의 34 생명체

5 대기 35 불필요한, 쓸데없는

6
1. vi. 반박하다 2. 논하다,

논쟁하다 3. ~을 주장하다
36

…을 위협하다, 위험에 빠뜨

리다

7 권고하다, 추천하다 37 대양, 바다

8 천진난만하게, 순진하게 38 지평선, 수평선

9 세대 39 …가 -하지 못하게 하다

10 활동적인 40 [pl.] 화학 물질

11 결국 …하게 되다 41 …와 접촉하다, 만나다

12 결국, 궁극적으로 42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다

13
…을 강조하다, 두드러지게

하다
43 ~를 끄다

14 필수적인 44
A(단어 등)를 B라고 정의하

다

15
(질병·충격 등에서) 회복되

다
45 ~에 의존하다

16
<지역·장소 등이> 사람들

이 거주하는
46 탈진, 기진맥진

17
(알이) 부화하다, 부화시키

다
47

1. …에 해를 끼치다, …을

손상시키다 2. 해, 피해, 손

18
…에 따르다, …을 신용하다;

…에 의거해서 판단하다
48 유익한, 이로운

19
<바다·물 등>에 뜨다, ...에

서 떠다니다
49 새로, 최근에

20
…에 영향을 미치다, 작용하

다
50 정부

21
1. 간과하다, 못보고 지나가

다
51

(특히 불쾌한 일을 곧) 당할

[맞게 될] 상황이다

22 ~을 흩뜨리다 52 줄이다[축소하다]

23 궁금해하다 53 …에 맞고[부딪쳐] 튀다

24 우울증 54 ~하려는 노력으로

25 …을 감추다, 덮어 가리다 55
1. (특히 불꽃이 나지 않는

불의 은은한) 불빛 2. 빛나

26 해가 없는, 무해한 56 ~에 익숙하다, ~을 잘 알다

27 사용 중인 57 환경의

28 어둠 58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29 추정하다 59 번식, 생식

30 오염, 공해 60 협력하다, 손을 잡다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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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ob 31 photosynthesis

2 presence 32 trick ~ into …

3 contrast 33 increase

4 artificial 34 creature

5 atmosphere 35 unnecessary

6
1. vi. 반박하다 2. 논하다,

논쟁하다 3. ~을 주장하다
36

…을 위협하다, 위험에 빠뜨

리다

7 권고하다, 추천하다 37 대양, 바다

8 천진난만하게, 순진하게 38 지평선, 수평선

9 세대 39 …가 -하지 못하게 하다

10 활동적인 40 [pl.] 화학 물질

11 end up …ing 41 come in contact with

12 ultimately 42 confuse

13 point … up 43 turn off

14 necessary 44 defined A as B

15 recover 45 depend on

16
<지역·장소 등이> 사람들

이 거주하는
46 탈진, 기진맥진

17
(알이) 부화하다, 부화시키

다
47

1. …에 해를 끼치다, …을

손상시키다 2. 해, 피해, 손

18
…에 따르다, …을 신용하다;

…에 의거해서 판단하다
48 유익한, 이로운

19
<바다·물 등>에 뜨다, ...에

서 떠다니다
49 새로, 최근에

20
…에 영향을 미치다, 작용하

다
50 정부

21 ignore 51 be in for

22 scatter 52 reduce

23 wonder 53 bounce off

24 depression 54 in an effort

25 bury 55 glow

26 해가 없는, 무해한 56 ~에 익숙하다, ~을 잘 알다

27 사용 중인 57 환경의

28 어둠 58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29 추정하다 59 번식, 생식

30 오염, 공해 60 협력하다, 손을 잡다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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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ob 빼앗다, 훔치다 31 photosynthesis 광합성

2 presence 존재 32 trick ~ into … ~를 속여 …하게 만들다

3 contrast 대조, 대비, 차이 33 increase 증가하다, 인상되다, 늘다

4 artificial 인공의, 인조의 34 creature 생명체

5 atmosphere 대기 35 unnecessary 불필요한, 쓸데없는

6 argue
1. vi. 반박하다 2. 논하다,

논쟁하다 3. ~을 주장하다
36 threaten

…을 위협하다, 위험에 빠뜨

리다

7 recommend 권고하다, 추천하다 37 ocean 대양, 바다

8 innocently 천진난만하게, 순진하게 38 horizon 지평선, 수평선

9 generation 세대 39 keep … from -ing …가 -하지 못하게 하다

10 active 활동적인 40 chemical [pl.] 화학 물질

11 end up …ing 결국 …하게 되다 41 come in contact with …와 접촉하다, 만나다

12 ultimately 결국, 궁극적으로 42 confuse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다

13 point … up
…을 강조하다, 두드러지게

하다
43 turn off ~를 끄다

14 necessary 필수적인 44 defined A as B
A(단어 등)를 B라고 정의하

다

15 recover
(질병·충격 등에서) 회복되

다
45 depend on ~에 의존하다

16 populated
<지역·장소 등이> 사람들

이 거주하는
46 exhaustion 탈진, 기진맥진

17 hatch
(알이) 부화하다, 부화시키

다
47 harm

1. …에 해를 끼치다, …을

손상시키다 2. 해, 피해, 손

18 go by
…에 따르다, …을 신용하다;

…에 의거해서 판단하다
48 beneficial 유익한, 이로운

19 float
<바다·물 등>에 뜨다, ...에

서 떠다니다
49 newly 새로, 최근에

20 affect
…에 영향을 미치다, 작용하

다
50 government 정부

21 ignore
1. 간과하다, 못보고 지나가

다
51 be in for

(특히 불쾌한 일을 곧) 당할

[맞게 될] 상황이다

22 scatter ~을 흩뜨리다 52 reduce 줄이다[축소하다]

23 wonder 궁금해하다 53 bounce off …에 맞고[부딪쳐] 튀다

24 depression 우울증 54 in an effort ~하려는 노력으로

25 bury …을 감추다, 덮어 가리다 55 glow
1. (특히 불꽃이 나지 않는

불의 은은한) 불빛 2. 빛나

26 harmless 해가 없는, 무해한 56 be familiar with~ ~에 익숙하다, ~을 잘 알다

27 in use 사용 중인 57 environmental 환경의

28 darkness 어둠 58 visible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29 estimate 추정하다 59 reproduction 번식, 생식

30 pollution 오염, 공해 60 join hands 협력하다, 손을 잡다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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