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iscover 발견하다 31 device 기기, 장치

2 connect 연결하다 32 collect 모으다, 수집하다

3 accident 사고 33 data 자료

4 while ~하는 동안 34 exchange 교환하다

5 receive 받다 35 electronics 전자 기기

6 automatically 자동으로 36 sensor 감지기

7 set 설정하다 37 to put it simply 간단히 말하면

8 alarm 알람 38 each other 서로

9 earlier 더 일찍 39 thing 사물

10 ring 울리다 40 include 포함하다

11 turn on (불이) 켜지다 41 washing machine 세탁기

12 self-adjust 자동으로 조절하다 42 lamp 등

13 temperature 온도 43 entire 전체의

14 to A's preference A의 기호(선호)에 따라 44 almost 거의

15 machine 기계 45 object 사물

16 work 작동하다 46 imagine 상상하다

17 situation 상황 47 already 이미

18 sound like ~처럼 들리다 48 interact with ~와 상호작용하다

19 sci-fi 공상 과학 소설 49 heating system 난방 시스템

20 Guess what? 맞혀 봐. 50 control 통제하다, 제어하다

21 example 예, 사례 51 take A to B A를 B로 가져가다

22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52 interaction 상호작용

23 or 즉 53 level 수준

24 increasingly 점점 더 54 require ~을 요구하다

25 popular 인기 있는 55 determine 결정하다

26 topic 주제 56 by itself 스스로

27 exactly 정확히 57 automation 자동화

28 network 조직망, 연결망 58 be able to V ~할 수 있다

29 machine 기계 59 location 위치

30 vehicle 운송 수단, 탈 것, 차량 60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전 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signal 신호 91 record 녹화하다

62 arrival 도착 92 preference 기호, 선호

63 fire alarm 화재경보기 93 viewing history 시청 이력

64 not only A but also BA뿐만 아니라 B도 94 convenient 편리한

65 alert 알리다 95 while ~이긴 하지만, ~한 반면

66 in case of ~의 경우 96 concept 개념

67 fire 화재 97 toward ~을 향하여

68 notify 통보하다 98 application 앱, 어플, 응용 프로그램

69 local 지역의 99 built into ~에 내장된

70 fire station 소방서 100 available 이용 가능한

71 police station 경찰서 101 parking space 주차 공간

72 such 그러한 102 search for ~을 찾다

73 efficient 효율적인 103 spot 장소, 지점

74 at this point 이 시점에서 104 urban 도시의

75 wonder 궁금해 하다 105 frustrating 짜증나게 하는, 좌절시키는

76 potential 잠재적인 106 intensify 심화하다, 강화하다

77 value 가치 107 traffic jam 교통 체증

78 imagine 상상하다 108 pollution 공해, 오염

79 bottle 병 109 circling 빙글빙글 도는

80 refrigerator 냉장고 110 free 사용 중이 아닌

81 fridge =refrigerator (냉장고) 111 be located 위치하다

82 notice 알아차리다 112 besides A A이외에도

83 order 주문하다 113 provide 제공하다

84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114 convenience 편리함

85 frequently 자주 115 large-scale 대규모의, 광범위한

86 shop 쇼핑하다 116 implication 영향

87 suppose 가정하다 117 public safety 공공의 안전

88 outside 밖에서 118 interstate
주간(州間)의(여러 주를 연

결하는)

89 TV show TV프로 119 collapse 붕괴되다, 무너지다, 붕괴

90 come on 방송이 되다 120 injure 다치게 하다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due to ~때문에 151 device 장치

122 steel plate 강판 152 make up ~을 형성(구성)하다

123 be incapable of ~할 수 없다 153 collect 모으다

124 handle 감당하다, 처리하다 154 a great deal of 많은 양의

125 load 하중 155 personal 개인의

126 cement 시멘트 156 with A B-ing
(with 부대상황 분사구문):

A가 B한 상태에서

127 monitor 감시하다 157 connect 연결하다

128 crack 균열, 금 158 make sure that ~ ~을 확실히 하다

129 stress 압력 159 secure 안전한

130 inform A of B A에게 B를 알리다 160 access ~에 접속하다, 접근하다

131 hazard 위험 161 be able to V ~할 수 있다

132 icy road 빙판길 162 gather 모의다, 수집하다

133 warn 경고하다 163 entire 전체의

134 slow down 속도를 늦추다 164 Internet-connected 인터넷으로 연결된

135 as such 그래서(=therefore) 165 door lock 출입문 자물쇠

136 aware of ~에 대해 인식하는 166 find out 알아내다

137 prevent 방지하다, 예방하다 167 monitor 감시 장치

138 accident 사고 168 spy on 염탐하다, 몰래 감시하다

139 hopefully 바라건대 169 with A in mind A를 염두에 두고

140 save 구하다 170 serious 진지한

141 countless 무수한 171 discussion 토론, 논의

142 concern 우려 172 downside 단점

143 exception 예외 173 despite ~에도 불구하고

144 while ~이긴 하지만, ~한 반면 174 lead to ~로 이어지다

145 endless 끝없는 175 wave 물결

146 benefit 장점 176 Internet-based 인터넷 기반의

147 associated with ~와 관련된 177 product 제품

148 serious 심각한 178 impact 영향

149 security 보안, 안전 179 similar to ~와 비슷한

150 privacy 사생활, 비밀 180 completely 완전히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81 natural 자연스러운

182 daily lives 일상생활

183 eventually 궁극적으로, 마침내

184 present 존재하는

185 everywhere 모든 곳에

186 convenient 편리한

187 efficient 효율적인

188 continue to V 계속해서 ~하다

189 grow 증가하다, 성장하다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5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iscover 31 device

2 connect 32 collect

3 accident 33 data

4 while 34 exchange

5 receive 35 electronics

6 automatically 36 sensor

7 set 37 to put it simply

8 alarm 38 each other

9 earlier 39 thing

10 ring 40 include

11 turn on 41 washing machine

12 self-adjust 42 lamp

13 temperature 43 entire

14 to A's preference 44 almost

15 machine 45 object

16 work 46 imagine

17 situation 47 already

18 sound like 48 interact with

19 sci-fi 49 heating system

20 Guess what? 50 control

21 example 51 take A to B

22 Internet of Things 52 interaction

23 or 53 level

24 increasingly 54 require

25 popular 55 determine

26 topic 56 by itself

27 exactly 57 automation

28 network 58 be able to V

29 machine 59 location

30 vehicle 60 GPS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signal 91 record

62 arrival 92 preference

63 fire alarm 93 viewing history

64 not only A but also 94 convenient

65 alert 95 while

66 in case of 96 concept

67 fire 97 toward

68 notify 98 application

69 local 99 built into

70 fire station 100 available

71 police station 101 parking space

72 such 102 search for

73 efficient 103 spot

74 at this point 104 urban

75 wonder 105 frustrating

76 potential 106 intensify

77 value 107 traffic jam

78 imagine 108 pollution

79 bottle 109 circling

80 refrigerator 110 free

81 fridge =refrigerator 111 be located

82 notice 112 besides A

83 order 113 provide

84 favorite 114 convenience

85 frequently 115 large-scale

86 shop 116 implication

87 suppose 117 public safety

88 outside 118 interstate

89 TV show 119 collapse

90 come on 120 injure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due to 151 device

122 steel plate 152 make up

123 be incapable of 153 collect

124 handle 154 a great deal of

125 load 155 personal

126 cement 156 with A B-ing

127 monitor 157 connect

128 crack 158 make sure that ~

129 stress 159 secure

130 inform A of B 160 access

131 hazard 161 be able to V

132 icy road 162 gather

133 warn 163 entire

134 slow down 164 Internet-connected

135 as such 165 door lock

136 aware of 166 find out

137 prevent 167 monitor

138 accident 168 spy on

139 hopefully 169 with A in mind

140 save 170 serious

141 countless 171 discussion

142 concern 172 downside

143 exception 173 despite

144 while 174 lead to

145 endless 175 wave

146 benefit 176 Internet-based

147 associated with 177 product

148 serious 178 impact

149 security 179 similar to

150 privacy 180 completely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81 natural

182 daily lives

183 eventually

184 present

185 everywhere

186 convenient

187 efficient

188 continue to V

189 grow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5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enefit 31 pollution

2 receive 32 topic

3 associated with 33 make up

4 increasingly 34 serious

5 fire station 35 require

6 efficient 36 alert

7 lamp 37 location

8 washing machine 38 injure

9 lead to 39 bottle

10 popular 40 local

11 present 41 signal

12 almost 42 monitor

13 save 43 arrival

14 find out 44 interaction

15 built into 45 in case of

16 wonder 46 similar to

17 entire 47 handle

18 Internet-connected 48 device

19 already 49 police station

20 notice 50 frequently

21 value 51 wave

22 intensify 52 search for

23 access 53 thing

24 concept 54 turn on

25 convenient 55 public safety

26 imagine 56 serious

27 work 57 situation

28 take A to B 58 downside

29 notify 59 Guess what?

30 spot 60 stress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5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장점 31 공해, 오염

2 받다 32 주제

3 ~와 관련된 33 ~을 형성(구성)하다

4 점점 더 34 심각한

5 소방서 35 ~을 요구하다

6 효율적인 36 알리다

7 등 37 위치

8 세탁기 38 다치게 하다

9 ~로 이어지다 39 병

10 인기 있는 40 지역의

11 존재하는 41 신호

12 거의 42 감시하다

13 구하다 43 도착

14 알아내다 44 상호작용

15 ~에 내장된 45 ~의 경우

16 궁금해 하다 46 ~와 비슷한

17 전체의 47 감당하다, 처리하다

18 인터넷으로 연결된 48 장치

19 이미 49 경찰서

20 알아차리다 50 자주

21 가치 51 물결

22 심화하다, 강화하다 52 ~을 찾다

23 ~에 접속하다, 접근하다 53 사물

24 개념 54 (불이) 켜지다

25 편리한 55 공공의 안전

26 상상하다 56 진지한

27 작동하다 57 상황

28 A를 B로 가져가다 58 단점

29 통보하다 59 맞혀 봐.

30 장소, 지점 60 압력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5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enefit 31 pollution

2 receive 32 topic

3 associated with 33 make up

4 increasingly 34 serious

5 fire station 35 require

6 효율적인 36 알리다

7 등 37 위치

8 세탁기 38 다치게 하다

9 ~로 이어지다 39 병

10 인기 있는 40 지역의

11 present 41 signal

12 almost 42 monitor

13 save 43 arrival

14 find out 44 interaction

15 built into 45 in case of

16 궁금해 하다 46 ~와 비슷한

17 전체의 47 감당하다, 처리하다

18 인터넷으로 연결된 48 장치

19 이미 49 경찰서

20 알아차리다 50 자주

21 value 51 wave

22 intensify 52 search for

23 access 53 thing

24 concept 54 turn on

25 convenient 55 public safety

26 상상하다 56 진지한

27 작동하다 57 상황

28 A를 B로 가져가다 58 단점

29 통보하다 59 맞혀 봐.

30 장소, 지점 60 압력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5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enefit 장점 31 pollution 공해, 오염

2 receive 받다 32 topic 주제

3 associated with ~와 관련된 33 make up ~을 형성(구성)하다

4 increasingly 점점 더 34 serious 심각한

5 fire station 소방서 35 require ~을 요구하다

6 efficient 효율적인 36 alert 알리다

7 lamp 등 37 location 위치

8 washing machine 세탁기 38 injure 다치게 하다

9 lead to ~로 이어지다 39 bottle 병

10 popular 인기 있는 40 local 지역의

11 present 존재하는 41 signal 신호

12 almost 거의 42 monitor 감시하다

13 save 구하다 43 arrival 도착

14 find out 알아내다 44 interaction 상호작용

15 built into ~에 내장된 45 in case of ~의 경우

16 wonder 궁금해 하다 46 similar to ~와 비슷한

17 entire 전체의 47 handle 감당하다, 처리하다

18 Internet-connected 인터넷으로 연결된 48 device 장치

19 already 이미 49 police station 경찰서

20 notice 알아차리다 50 frequently 자주

21 value 가치 51 wave 물결

22 intensify 심화하다, 강화하다 52 search for ~을 찾다

23 access ~에 접속하다, 접근하다 53 thing 사물

24 concept 개념 54 turn on (불이) 켜지다

25 convenient 편리한 55 public safety 공공의 안전

26 imagine 상상하다 56 serious 진지한

27 work 작동하다 57 situation 상황

28 take A to B A를 B로 가져가다 58 downside 단점

29 notify 통보하다 59 Guess what? 맞혀 봐.

30 spot 장소, 지점 60 stress 압력

영어1 동아 권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