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spiration 영감 31
environmentally
friendly

환경 친화적인

2 notice 알아차리다 32 chemical 화학적인; 화학물질

3 water(동사) 물을 주다 33 enter 출품시키다

4 empty 빈, 비어 있는 34 engineering (학문) 공학

5 snail 달팽이 35 fair(명사) 박람회

6 shell 껍질 36 compete for ~를 위해 경쟁하다

7 recall 회상하다 37 achievement 업적, 성취

8 wonder 궁금해하다 38 content(형용사) 만족해 하는

9 underneath ~밑에 39 huge 엄청난

10 care about ~에 대해 신경쓰다 40 antifouling 오염 방지의

11 in addition to ~외에도 41 keep O from Ving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12 kite (날리는) 연 42 barnacle 따개비

13 weird 이상한, 기묘한 43 bottom 바닥

14 matter(동사) 중요하다 44 basically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15 anyway 어쨌든 45 keep off 차단하다, 막다

16 tenderize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다 46 rub off 벗겨지다

17
have something to do
with

~와 관련있다 47 over time 시간이 흘러가면서

18 theory 이론 48 silt 토사

19 bait 미끼 49 , which 그리고 그것은

20 at the same time 동시에 50 creature 생물

21 set out
준비하다, 시작하다, 착수

하다
51 various 다양한

22 commercial 상업적인 52 metal 금속

23 pesticide 살충제 53 Navy 해군

24 experiment 실험(하다) 54 toxic 독성의

25 turn out ~로 판명되다 55 sail(동사) 항해하다

26 curiosity 호기심 56 figure(동사) 생각하다

27 to one's 감정명사 ~하게도 57 whether ~인지 아닌지

28 shortly after ~하자마자 58 effect 효과

29 immobilized 움직이지 못하게 된 59 container (물건을 담는) 용기

30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60 a bunch of 한 묶음의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ombine A with B A와 B를 결합하다

62 sticky 끈적끈적한

63 tar 타르

64 be honored with ~의 영광을 가지다

65 numerous 수많은

66 award 상

67 alternative 대안

68 remarkable 놀라운

69 exceptional 뛰어난

70 rather 차라리, 오히려

71 common sense 상식

72 ordinary 일반적인

73 curious 호기심있는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4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spiration 31
environmentally
friendly

2 notice 32 chemical

3 water(동사) 33 enter

4 empty 34 engineering

5 snail 35 fair(명사)

6 shell 36 compete for

7 recall 37 achievement

8 wonder 38 content(형용사)

9 underneath 39 huge

10 care about 40 antifouling

11 in addition to 41 keep O from Ving

12 kite 42 barnacle

13 weird 43 bottom

14 matter(동사) 44 basically

15 anyway 45 keep off

16 tenderize 46 rub off

17
have something to do
with

47 over time

18 theory 48 silt

19 bait 49 , which

20 at the same time 50 creature

21 set out 51 various

22 commercial 52 metal

23 pesticide 53 Navy

24 experiment 54 toxic

25 turn out 55 sail(동사)

26 curiosity 56 figure(동사)

27 to one's 감정명사 57 whether

28 shortly after 58 effect

29 immobilized 59 container

30 not only A but also B 60 a bunch of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ombine A with B

62 sticky

63 tar

64 be honored with

65 numerous

66 award

67 alternative

68 remarkable

69 exceptional

70 rather

71 common sense

72 ordinary

73 curious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4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nyway 31 combine A with B

2 figure(동사) 32 engineering

3 tenderize 33 to one's 감정명사

4 snail 34 fair(명사)

5 effect 35 barnacle

6 keep O from Ving 36 pesticide

7 rub off 37 sail(동사)

8 curious 38 metal

9 content(형용사) 39 at the same time

10 care about 40 compete for

11 wonder 41 shortly after

12 creature 42 toxic

13 theory 43 various

14 remarkable 44 common sense

15 a bunch of 45 water(동사)

16 enter 46 sticky

17 award 47 be honored with

18 set out 48 container

19 shell 49 notice

20 huge 50 rather

21 kite 51 ordinary

22 not only A but also B 52 antifouling

23 commercial 53
have something to do
with

24 experiment 54 in addition to

25 alternative 55 keep off

26 matter(동사) 56 whether

27 over time 57 silt

28 empty 58 chemical

29 immobilized 59 achievement

30 inspiration 60 numerous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4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어쨌든 31 A와 B를 결합하다

2 생각하다 32 (학문) 공학

3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다 33 ~하게도

4 달팽이 34 박람회

5 효과 35 따개비

6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36 살충제

7 벗겨지다 37 항해하다

8 호기심있는 38 금속

9 만족해 하는 39 동시에

10 ~에 대해 신경쓰다 40 ~를 위해 경쟁하다

11 궁금해하다 41 ~하자마자

12 생물 42 독성의

13 이론 43 다양한

14 놀라운 44 상식

15 한 묶음의 45 물을 주다

16 출품시키다 46 끈적끈적한

17 상 47 ~의 영광을 가지다

18
준비하다, 시작하다, 착수

하다
48 (물건을 담는) 용기

19 껍질 49 알아차리다

20 엄청난 50 차라리, 오히려

21 (날리는) 연 51 일반적인

22 A뿐만 아니라 B도 52 오염 방지의

23 상업적인 53 ~와 관련있다

24 실험(하다) 54 ~외에도

25 대안 55 차단하다, 막다

26 중요하다 56 ~인지 아닌지

27 시간이 흘러가면서 57 토사

28 빈, 비어 있는 58 화학적인; 화학물질

29 움직이지 못하게 된 59 업적, 성취

30 영감 60 수많은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4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nyway 31 combine A with B

2 figure(동사) 32 engineering

3 tenderize 33 to one's 감정명사

4 snail 34 fair(명사)

5 effect 35 barnacle

6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36 살충제

7 벗겨지다 37 항해하다

8 호기심있는 38 금속

9 만족해 하는 39 동시에

10 ~에 대해 신경쓰다 40 ~를 위해 경쟁하다

11 wonder 41 shortly after

12 creature 42 toxic

13 theory 43 various

14 remarkable 44 common sense

15 a bunch of 45 water(동사)

16 출품시키다 46 끈적끈적한

17 상 47 ~의 영광을 가지다

18
준비하다, 시작하다, 착수

하다
48 (물건을 담는) 용기

19 껍질 49 알아차리다

20 엄청난 50 차라리, 오히려

21 kite 51 ordinary

22 not only A but also B 52 antifouling

23 commercial 53
have something to do
with

24 experiment 54 in addition to

25 alternative 55 keep off

26 중요하다 56 ~인지 아닌지

27 시간이 흘러가면서 57 토사

28 빈, 비어 있는 58 화학적인; 화학물질

29 움직이지 못하게 된 59 업적, 성취

30 영감 60 수많은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4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nyway 어쨌든 31 combine A with B A와 B를 결합하다

2 figure(동사) 생각하다 32 engineering (학문) 공학

3 tenderize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다 33 to one's 감정명사 ~하게도

4 snail 달팽이 34 fair(명사) 박람회

5 effect 효과 35 barnacle 따개비

6 keep O from Ving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36 pesticide 살충제

7 rub off 벗겨지다 37 sail(동사) 항해하다

8 curious 호기심있는 38 metal 금속

9 content(형용사) 만족해 하는 39 at the same time 동시에

10 care about ~에 대해 신경쓰다 40 compete for ~를 위해 경쟁하다

11 wonder 궁금해하다 41 shortly after ~하자마자

12 creature 생물 42 toxic 독성의

13 theory 이론 43 various 다양한

14 remarkable 놀라운 44 common sense 상식

15 a bunch of 한 묶음의 45 water(동사) 물을 주다

16 enter 출품시키다 46 sticky 끈적끈적한

17 award 상 47 be honored with ~의 영광을 가지다

18 set out
준비하다, 시작하다, 착수

하다
48 container (물건을 담는) 용기

19 shell 껍질 49 notice 알아차리다

20 huge 엄청난 50 rather 차라리, 오히려

21 kite (날리는) 연 51 ordinary 일반적인

22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52 antifouling 오염 방지의

23 commercial 상업적인 53
have something to do
with

~와 관련있다

24 experiment 실험(하다) 54 in addition to ~외에도

25 alternative 대안 55 keep off 차단하다, 막다

26 matter(동사) 중요하다 56 whether ~인지 아닌지

27 over time 시간이 흘러가면서 57 silt 토사

28 empty 빈, 비어 있는 58 chemical 화학적인; 화학물질

29 immobilized 움직이지 못하게 된 59 achievement 업적, 성취

30 inspiration 영감 60 numerous 수많은

영어 1 다락원(김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