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ortoise 거북 31 challenge 도전하다

2 hare 토끼 32 go all out 전력을 다하다

3 sequel 속편, 후속편 33 guess 추측하다

4 actually 실제로 34 result 결과

5 once upon a time 옛날에 35 end 끝나다

6 argument 논쟁 36 turn 차례, 순서

7 decide 결정하다 37
do some (serious)
thinking

약간의 (진지한) 생각을 하

다

8 settle
1. 끝내다, 해결하다, 합의

를 보다 2. 정착하다
38 beat 패배시키다

9 race 경주 39 currently 현재

10 agree on ~에 동의하다 40 design 고안하다

11 route 경로 41 slightly 약간

12 start off 시작하다 42 for a while 잠시 동안

13 shoot ahead 앞지르다 43 different 다른

14 quickly 빨리 44 self-made 스스로가 만든

15 ahead of~ ~의 앞에 45 promise 약속

16 continue 계속하다 46 take off 출발하다

17 relax 쉬다 47 broad 넓은

18 on and on 계속 48 finish line 결승선

19 overtake 앞지르다 49 a couple of 몇몇의

20 finish 끝내다 50 wonder 궁금히 여기다

21 wake up 깨다 51 catch up to~ ~를 따라잡다

22 realize 깨닫다 52 get into~ ~로 뛰어들다

23 lose 1. 지다 2. 잃다 53 opposite 반대의

24 ending 결말 54 bank 강둑

25 disappointed 실망한 55 pretty 꽤

26 self-questioning 자기반성, 자기 성찰 56 good 좋은

27 several 몇몇의 57 previous 이전의

28 try 노력하다 58 last 지난, 마지막의

29 hard 열심히 59 team 팀

30 overconfident 자만하는 60 carry 업다, 나르다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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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back 등 91 light 1. 빛 2. 가벼운

62 riverbank 강둑

63 take over 맡다, 인수하다

64 reach 도착하다

65 satisfaction 만족

66 together 함께

67 earlier 이전에

68 hold 1. 개최하다 2. 잡다

69 field 들판

70 grasshopper 베짱이, 메뚜기

71 on the other hand 반면에

72 collect 모으다

73 prepare for ~를 준비하다

74 die of ~로 죽다

75 hunger 배고픔

76 hopeless 무기력한, 희망이 없는

77 hardly 거의 ~않다

78 believe 믿다

79 luck 운

80 ask 묻다

81 gather 모으다

82 explain 설명하다

83 hard work 1. 어려운 일(노고) 2. 노력

84 come along 만나다, 함께하다

85 real 진짜의

86 pleasure 기쁨

87 boring 지루하게 만드는

88 contribute 기여하다, 기증하다

89 unique 독특한

90 talent 재능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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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ortoise 31 challenge

2 hare 32 go all out

3 sequel 33 guess

4 actually 34 result

5 once upon a time 35 end

6 argument 36 turn

7 decide 37
do some (serious)
thinking

8 settle 38 beat

9 race 39 currently

10 agree on 40 design

11 route 41 slightly

12 start off 42 for a while

13 shoot ahead 43 different

14 quickly 44 self-made

15 ahead of~ 45 promise

16 continue 46 take off

17 relax 47 broad

18 on and on 48 finish line

19 overtake 49 a couple of

20 finish 50 wonder

21 wake up 51 catch up to~

22 realize 52 get into~

23 lose 53 opposite

24 ending 54 bank

25 disappointed 55 pretty

26 self-questioning 56 good

27 several 57 previous

28 try 58 last

29 hard 59 team

30 overconfident 60 carry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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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back 91 light

62 riverbank

63 take over

64 reach

65 satisfaction

66 together

67 earlier

68 hold

69 field

70 grasshopper

71 on the other hand

72 collect

73 prepare for

74 die of

75 hunger

76 hopeless

77 hardly

78 believe

79 luck

80 ask

81 gather

82 explain

83 hard work

84 come along

85 real

86 pleasure

87 boring

88 contribute

89 unique

90 talent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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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ard 31 once upon a time

2 die of 32 route

3 good 33 hold

4 pretty 34 hare

5 result 35 turn

6 unique 36 shoot ahead

7 earlier 37 finish

8 agree on 38 bank

9 riverbank 39 gather

10 argument 40 grasshopper

11 a couple of 41 catch up to~

12 self-made 42 back

13 sequel 43 take off

14 explain 44 on the other hand

15 luck 45 contribute

16 for a while 46 continue

17 real 47 field

18 previous 48 self-questioning

19
do some (serious)
thinking

49 guess

20 settle 50 go all out

21 beat 51 team

22 carry 52 hard work

23 decide 53 slightly

24 light 54 realize

25 design 55 broad

26 wake up 56 ending

27 several 57 lose

28 come along 58 start off

29 hopeless 59 tortoise

30 last 60 boring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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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열심히 31 옛날에

2 ~로 죽다 32 경로

3 좋은 33 1. 개최하다 2. 잡다

4 꽤 34 토끼

5 결과 35 차례, 순서

6 독특한 36 앞지르다

7 이전에 37 끝내다

8 ~에 동의하다 38 강둑

9 강둑 39 모으다

10 논쟁 40 베짱이, 메뚜기

11 몇몇의 41 ~를 따라잡다

12 스스로가 만든 42 등

13 속편, 후속편 43 출발하다

14 설명하다 44 반면에

15 운 45 기여하다, 기증하다

16 잠시 동안 46 계속하다

17 진짜의 47 들판

18 이전의 48 자기반성, 자기 성찰

19
약간의 (진지한) 생각을 하

다
49 추측하다

20
1. 끝내다, 해결하다, 합의

를 보다 2. 정착하다
50 전력을 다하다

21 패배시키다 51 팀

22 업다, 나르다 52 1. 어려운 일(노고) 2. 노력

23 결정하다 53 약간

24 1. 빛 2. 가벼운 54 깨닫다

25 고안하다 55 넓은

26 깨다 56 결말

27 몇몇의 57 1. 지다 2. 잃다

28 만나다, 함께하다 58 시작하다

29 무기력한, 희망이 없는 59 거북

30 지난, 마지막의 60 지루하게 만드는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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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ard 31 once upon a time

2 die of 32 route

3 good 33 hold

4 pretty 34 hare

5 result 35 turn

6 독특한 36 앞지르다

7 이전에 37 끝내다

8 ~에 동의하다 38 강둑

9 강둑 39 모으다

10 논쟁 40 베짱이, 메뚜기

11 a couple of 41 catch up to~

12 self-made 42 back

13 sequel 43 take off

14 explain 44 on the other hand

15 luck 45 contribute

16 잠시 동안 46 계속하다

17 진짜의 47 들판

18 이전의 48 자기반성, 자기 성찰

19
약간의 (진지한) 생각을 하

다
49 추측하다

20
1. 끝내다, 해결하다, 합의

를 보다 2. 정착하다
50 전력을 다하다

21 beat 51 team

22 carry 52 hard work

23 decide 53 slightly

24 light 54 realize

25 design 55 broad

26 깨다 56 결말

27 몇몇의 57 1. 지다 2. 잃다

28 만나다, 함께하다 58 시작하다

29 무기력한, 희망이 없는 59 거북

30 지난, 마지막의 60 지루하게 만드는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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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ard 열심히 31 once upon a time 옛날에

2 die of ~로 죽다 32 route 경로

3 good 좋은 33 hold 1. 개최하다 2. 잡다

4 pretty 꽤 34 hare 토끼

5 result 결과 35 turn 차례, 순서

6 unique 독특한 36 shoot ahead 앞지르다

7 earlier 이전에 37 finish 끝내다

8 agree on ~에 동의하다 38 bank 강둑

9 riverbank 강둑 39 gather 모으다

10 argument 논쟁 40 grasshopper 베짱이, 메뚜기

11 a couple of 몇몇의 41 catch up to~ ~를 따라잡다

12 self-made 스스로가 만든 42 back 등

13 sequel 속편, 후속편 43 take off 출발하다

14 explain 설명하다 44 on the other hand 반면에

15 luck 운 45 contribute 기여하다, 기증하다

16 for a while 잠시 동안 46 continue 계속하다

17 real 진짜의 47 field 들판

18 previous 이전의 48 self-questioning 자기반성, 자기 성찰

19
do some (serious)
thinking

약간의 (진지한) 생각을 하

다
49 guess 추측하다

20 settle
1. 끝내다, 해결하다, 합의

를 보다 2. 정착하다
50 go all out 전력을 다하다

21 beat 패배시키다 51 team 팀

22 carry 업다, 나르다 52 hard work 1. 어려운 일(노고) 2. 노력

23 decide 결정하다 53 slightly 약간

24 light 1. 빛 2. 가벼운 54 realize 깨닫다

25 design 고안하다 55 broad 넓은

26 wake up 깨다 56 ending 결말

27 several 몇몇의 57 lose 1. 지다 2. 잃다

28 come along 만나다, 함께하다 58 start off 시작하다

29 hopeless 무기력한, 희망이 없는 59 tortoise 거북

30 last 지난, 마지막의 60 boring 지루하게 만드는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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