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olk 민중의, 민간의 31 at the same time 동시에

2 practically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32 fierce 맹렬한, 사나운

3 impossible 불가능한 33 be set on ~에 고정하다

4 common 보통의, 평범한, 일반적인 34 leap out of ~에서 뛰쳐나오다

5 aside from ~외에는, ~를 제외하고 35 at any moment 금방이라도

6 exclusively 오직, 독점적으로 36 strand
(실, 전선, 머리카락 등의)

가닥, 올, 줄

7 period 기간, 시기, 시대 37 out of place 제자리에 있지 않은

8 decorate 꾸미다, 장식하다 38 strength 강인함, 힘, 내구력, 강도

9 anonymous 무명의, 익명으로 된 39 tail 꼬리

10 reflect 나타내다, 반영하다 40 upward 위쪽으로

11 fortune 행운, 운 41 authority 권위

12 prosperous 번영한, 번창한, 부유한 42 in contrast to N ~와는 대조적으로

13 symbol 상징 43 comical 웃기는, 재미있는

14 longevity 장수 44 gather 모으다

15 eternal 영원한 45 late 후기의, 말기의

16 scary 무서운 46 creature 생명체, 생물

17 dragon 용 47 be tempted to V
~하고 싶다, ~하고 싶은 유

혹을 느끼다

18 protect A from B
A를 B로부터 지키다[보호

하다]
48 pet 쓰다듬다

19 misfortune 불운 49 feature 특징, 특색, 특성

20 represent
나타내다, 대표하다, 상징

하다
50 notice 알아차리다

21 marriage 결혼 51 apply A to B A를 B에 적용하다

22 peaceful 평화로운 52 object 사물

23 tale 이야기 53 perspective 관점, 시각

24 frequently 자주, 종종 54 similar 비슷한, 유사한

25 subject
1. (그림의) 대상, 주제 2. 과

목 3. 피험자
55 technique 기술, 기법

26 ancient 고대의 56 movement 운동

27 catch sight of
~을 언뜻 보다, ~을 찾아내

다
57 Cubism 입체파

28 livestock 가축 58 rebirth 재탄생, 부활

29 fear 두려워하다 59 hard 1. 어려운 2. 단단한 3. 힘든

30 respect 존경하다, 존중하다 60 signal
1. 시사하다, 암시하다 2.

신호를 보내다 3. 신호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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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modern 오늘날의, 현대의

62 end 끝, 종말

63 disappear 사라지다

64 mean 의미하다

65 take one’s last breath 숨이 멎다, 숨을 거두다

66 carefully 주의 깊게, 주의하여

67 live on
살아있다, 계속 살다, 존재

하다

68 school supplies 학용품

69 reborn
다시 태어난, 다시 활발해

진[인기를 얻은]

70 original 원래의

71 imagine 상상하다

72 popularity 인기

73 be afraid toV ~하는 것을 두려워하다

74 give it a try 시도하다, 도전하다

75
keep in mind sth

[keep sth in mind]
마음에 새기다, 명심하다

76 courage 용기

77 take courage 용기를 얻다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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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olk 31 at the same time

2 practically 32 fierce

3 impossible 33 be set on

4 common 34 leap out of

5 aside from 35 at any moment

6 exclusively 36 strand

7 period 37 out of place

8 decorate 38 strength

9 anonymous 39 tail

10 reflect 40 upward

11 fortune 41 authority

12 prosperous 42 in contrast to N

13 symbol 43 comical

14 longevity 44 gather

15 eternal 45 late

16 scary 46 creature

17 dragon 47 be tempted to V

18 protect A from B 48 pet

19 misfortune 49 feature

20 represent 50 notice

21 marriage 51 apply A to B

22 peaceful 52 object

23 tale 53 perspective

24 frequently 54 similar

25 subject 55 technique

26 ancient 56 movement

27 catch sight of 57 Cubism

28 livestock 58 rebirth

29 fear 59 hard

30 respect 60 signal

영어 동아 (이병민)

https://likasuni.tistory.com/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modern

62 end

63 disappear

64 mean

65 take one’s last breath

66 carefully

67 live on

68 school supplies

69 reborn

70 original

71 imagine

72 popularity

73 be afraid toV

74 give it a try

75
keep in mind sth

[keep sth in mind]

76 courage

77 take courage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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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erspective 31 anonymous

2 upward 32 hard

3 take one’s last breath 33 tail

4 subject 34 catch sight of

5 take courage 35 frequently

6 at any moment 36 Cubism

7 feature 37 peaceful

8
keep in mind sth

[keep sth in mind]
38 carefully

9 signal 39 technique

10 prosperous 40 be set on

11 end 41 fear

12 protect A from B 42 period

13 notice 43 live on

14 at the same time 44 pet

15 imagine 45 similar

16 impossible 46 practically

17 apply A to B 47 eternal

18 out of place 48 common

19 strength 49 creature

20 livestock 50 popularity

21 decorate 51 fortune

22 marriage 52 dragon

23 respect 53 leap out of

24 aside from 54 in contrast to N

25 longevity 55 rebirth

26 give it a try 56 authority

27 courage 57 be afraid toV

28 ancient 58 school supplies

29 represent 59 original

30 scary 60 exclusively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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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관점, 시각 31 무명의, 익명으로 된

2 위쪽으로 32 1. 어려운 2. 단단한 3. 힘든

3 숨이 멎다, 숨을 거두다 33 꼬리

4
1. (그림의) 대상, 주제 2. 과

목 3. 피험자
34

~을 언뜻 보다, ~을 찾아내

다

5 용기를 얻다 35 자주, 종종

6 금방이라도 36 입체파

7 특징, 특색, 특성 37 평화로운

8 마음에 새기다, 명심하다 38 주의 깊게, 주의하여

9
1. 시사하다, 암시하다 2.

신호를 보내다 3. 신호
39 기술, 기법

10 번영한, 번창한, 부유한 40 ~에 고정하다

11 끝, 종말 41 두려워하다

12
A를 B로부터 지키다[보호

하다]
42 기간, 시기, 시대

13 알아차리다 43
살아있다, 계속 살다, 존재

하다

14 동시에 44 쓰다듬다

15 상상하다 45 비슷한, 유사한

16 불가능한 46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17 A를 B에 적용하다 47 영원한

18 제자리에 있지 않은 48 보통의, 평범한, 일반적인

19 강인함, 힘, 내구력, 강도 49 생명체, 생물

20 가축 50 인기

21 꾸미다, 장식하다 51 행운, 운

22 결혼 52 용

23 존경하다, 존중하다 53 ~에서 뛰쳐나오다

24 ~외에는, ~를 제외하고 54 ~와는 대조적으로

25 장수 55 재탄생, 부활

26 시도하다, 도전하다 56 권위

27 용기 57 ~하는 것을 두려워하다

28 고대의 58 학용품

29
나타내다, 대표하다, 상징

하다
59 원래의

30 무서운 60 오직, 독점적으로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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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erspective 31 anonymous

2 upward 32 hard

3 take one’s last breath 33 tail

4 subject 34 catch sight of

5 take courage 35 frequently

6 금방이라도 36 입체파

7 특징, 특색, 특성 37 평화로운

8 마음에 새기다, 명심하다 38 주의 깊게, 주의하여

9
1. 시사하다, 암시하다 2.

신호를 보내다 3. 신호
39 기술, 기법

10 번영한, 번창한, 부유한 40 ~에 고정하다

11 end 41 fear

12 protect A from B 42 period

13 notice 43 live on

14 at the same time 44 pet

15 imagine 45 similar

16 불가능한 46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17 A를 B에 적용하다 47 영원한

18 제자리에 있지 않은 48 보통의, 평범한, 일반적인

19 강인함, 힘, 내구력, 강도 49 생명체, 생물

20 가축 50 인기

21 decorate 51 fortune

22 marriage 52 dragon

23 respect 53 leap out of

24 aside from 54 in contrast to N

25 longevity 55 rebirth

26 시도하다, 도전하다 56 권위

27 용기 57 ~하는 것을 두려워하다

28 고대의 58 학용품

29
나타내다, 대표하다, 상징

하다
59 원래의

30 무서운 60 오직, 독점적으로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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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erspective 관점, 시각 31 anonymous 무명의, 익명으로 된

2 upward 위쪽으로 32 hard 1. 어려운 2. 단단한 3. 힘든

3 take one’s last breath 숨이 멎다, 숨을 거두다 33 tail 꼬리

4 subject
1. (그림의) 대상, 주제 2. 과

목 3. 피험자
34 catch sight of

~을 언뜻 보다, ~을 찾아내

다

5 take courage 용기를 얻다 35 frequently 자주, 종종

6 at any moment 금방이라도 36 Cubism 입체파

7 feature 특징, 특색, 특성 37 peaceful 평화로운

8
keep in mind sth

[keep sth in mind]
마음에 새기다, 명심하다 38 carefully 주의 깊게, 주의하여

9 signal
1. 시사하다, 암시하다 2.

신호를 보내다 3. 신호
39 technique 기술, 기법

10 prosperous 번영한, 번창한, 부유한 40 be set on ~에 고정하다

11 end 끝, 종말 41 fear 두려워하다

12 protect A from B
A를 B로부터 지키다[보호

하다]
42 period 기간, 시기, 시대

13 notice 알아차리다 43 live on
살아있다, 계속 살다, 존재

하다

14 at the same time 동시에 44 pet 쓰다듬다

15 imagine 상상하다 45 similar 비슷한, 유사한

16 impossible 불가능한 46 practically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17 apply A to B A를 B에 적용하다 47 eternal 영원한

18 out of place 제자리에 있지 않은 48 common 보통의, 평범한, 일반적인

19 strength 강인함, 힘, 내구력, 강도 49 creature 생명체, 생물

20 livestock 가축 50 popularity 인기

21 decorate 꾸미다, 장식하다 51 fortune 행운, 운

22 marriage 결혼 52 dragon 용

23 respect 존경하다, 존중하다 53 leap out of ~에서 뛰쳐나오다

24 aside from ~외에는, ~를 제외하고 54 in contrast to N ~와는 대조적으로

25 longevity 장수 55 rebirth 재탄생, 부활

26 give it a try 시도하다, 도전하다 56 authority 권위

27 courage 용기 57 be afraid toV ~하는 것을 두려워하다

28 ancient 고대의 58 school supplies 학용품

29 represent
나타내다, 대표하다, 상징

하다
59 original 원래의

30 scary 무서운 60 exclusively 오직, 독점적으로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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