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ummer break 여름 방학 31 spirit 정신

2 exchange student 교환 학생 32 consider 고려하다, ~로 여기다

3 collect 수집하다, 모으다 33 negative 부정적인

4 realize 알게 되다 34 death 죽음

5 modernize 현대화하다 35 symbolize 상징하다

6 find out 알아내다, 알게 되다 36 fortune 행운, 재산, 부

7 practice
실행, 실천, 연습하다, 행하

다
37 joy 기쁨

8 greeting 인사 38 nearby 인근에

9 communicate with ~와 의사소통하다 39 according to ~에 따르면

10 local (특정) 지역의, 현지의 40 common
흔한, 공동의, 공통의, 보통

의, 평범한

11 get to ~에 도착하다 41 eat out 외식하다

12 host family 민박 가정 42 though ~이긴 하지만

13 pay off 성공하다 43 spices 향신료

14 work 효과가 나다 44 unusual 특이한, 드문

15 various 다양한 45 quite 꽤, 매우

16 hang (그림 등을) 걸다 46 amount 양

17 be interested in ~에 흥미가 있다 47 huge 엄청난, 거대한

18 culture 문화 48 round 둥근

19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49 spin 돌다, 회전하다

20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50 share 함께 쓰다, 나눠 갖다

21 chopsticks 젓가락 51 dish 접시, 음식

22 while
~하는 동안, ~인 반면에, ~

이긴 하지만
52 leftover 남은 음식

23 be proud of ~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53 walk along ~을 따라 걷다

24 meal 식사 54 bug 곤충

25 rarely 좀처럼 ~하지 않는 55 take a bite 한 입 베어 물다

26 traditional 전통적인 56 surprisingly 놀랍게도

27 mask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가

면[탈], 가리다
57 taste 맛

28 pure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도덕적으로) 순수한
58 pretty 꽤

29 innocent 순결한 59 strange 이상한, 낯선

30 be associated with ~와 관련되다 60 quantity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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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be regarded as ~로 여겨지다 91 direction 방향

62 link 연결하다 92 toward ~을 향해서

63 make a fortune 재산을 모으다 93 consequently 그 결과, 따라서

64 impress 인상을 주다 94 longitude 경도

65 palace 궁전 95 cover
가리다, 덮다, (언급된 지역

에) 걸치다

66 forbid 금지하다 96 degree
(각도의 단위) 도, 정도, 학

위

67 chance 가능성, 기회 97 entirely 완전히, 전부

68 experience 경험하다 98 head 향하다, 머리

69 forget 잊다 99 multiply 곱하다

70 memory 기억 100 remain 남다

71 stay 방문, 머무름 101 the very same day 바로 그날

72 drawing room 거실

73 strike (시계가) 치다

74 complete 완료하다, 끝마치다

75 colleague 동료

76 bet 내기

77 journey 여행

78
travel around the

world
세계 일주를 하다

79 confusion 혼동

80 actually 사실

81 initial
처음의, 초기의, 이름 첫 글

자

82 extremely 극도로

83 precise 꼼꼼한

84 mix up 혼동하다

85 unknowingly 모르고, 알아채지 못하고

86 gain 얻다

87 eastwards 동쪽으로 향하는

88 westwards 서쪽으로 향하는

89 on the contrary 그와는 반대로

90 opposite 반대의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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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ummer break 31 spirit

2 exchange student 32 consider

3 collect 33 negative

4 realize 34 death

5 modernize 35 symbolize

6 find out 36 fortune

7 practice 37 joy

8 greeting 38 nearby

9 communicate with 39 according to

10 local 40 common

11 get to 41 eat out

12 host family 42 though

13 pay off 43 spices

14 work 44 unusual

15 various 45 quite

16 hang 46 amount

17 be interested in 47 huge

18 culture 48 round

19 on the one hand 49 spin

20 on the other hand 50 share

21 chopsticks 51 dish

22 while 52 leftover

23 be proud of 53 walk along

24 meal 54 bug

25 rarely 55 take a bite

26 traditional 56 surprisingly

27 mask 57 taste

28 pure 58 pretty

29 innocent 59 strange

30 be associated with 60 quantity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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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be regarded as 91 direction

62 link 92 toward

63 make a fortune 93 consequently

64 impress 94 longitude

65 palace 95 cover

66 forbid 96 degree

67 chance 97 entirely

68 experience 98 head

69 forget 99 multiply

70 memory 100 remain

71 stay 101 the very same day

72 drawing room

73 strike

74 complete

75 colleague

76 bet

77 journey

78
travel around the

world

79 confusion

80 actually

81 initial

82 extremely

83 precise

84 mix up

85 unknowingly

86 gain

87 eastwards

88 westwards

89 on the contrary

90 opposite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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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ummer break 31 cover

2 actually 32 amount

3 dish 33 eastwards

4 precise 34 according to

5 communicate with 35 find out

6 though 36 link

7 leftover 37 on the contrary

8 get to 38 greeting

9 take a bite 39 head

10 colleague 40 confusion

11 various 41 bug

12 gain 42 pretty

13 forbid 43 negative

14 degree 44 be interested in

15 meal 45 complete

16 traditional 46 consider

17 bet 47 practice

18 modernize 48 eat out

19 quite 49 be regarded as

20 initial 50 spin

21 pure 51 opposite

22 collect 52 unknowingly

23 pay off 53 forget

24
travel around the
world

54 chance

25 strange 55 surprisingly

26 toward 56 entirely

27 make a fortune 57 host family

28 symbolize 58 spices

29 taste 59 the very same day

30 memory 60 be associated with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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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여름 방학 31
가리다, 덮다, (언급된 지역

에) 걸치다

2 사실 32 양

3 접시, 음식 33 동쪽으로 향하는

4 꼼꼼한 34 ~에 따르면

5 ~와 의사소통하다 35 알아내다, 알게 되다

6 ~이긴 하지만 36 연결하다

7 남은 음식 37 그와는 반대로

8 ~에 도착하다 38 인사

9 한 입 베어 물다 39 향하다, 머리

10 동료 40 혼동

11 다양한 41 곤충

12 얻다 42 꽤

13 금지하다 43 부정적인

14
(각도의 단위) 도, 정도, 학

위
44 ~에 흥미가 있다

15 식사 45 완료하다, 끝마치다

16 전통적인 46 고려하다, ~로 여기다

17 내기 47
실행, 실천, 연습하다, 행하

다

18 현대화하다 48 외식하다

19 꽤, 매우 49 ~로 여겨지다

20
처음의, 초기의, 이름 첫 글

자
50 돌다, 회전하다

21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도덕적으로) 순수한
51 반대의

22 수집하다, 모으다 52 모르고, 알아채지 못하고

23 성공하다 53 잊다

24 세계 일주를 하다 54 가능성, 기회

25 이상한, 낯선 55 놀랍게도

26 ~을 향해서 56 완전히, 전부

27 재산을 모으다 57 민박 가정

28 상징하다 58 향신료

29 맛 59 바로 그날

30 기억 60 ~와 관련되다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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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ummer break 31 cover

2 actually 32 amount

3 dish 33 eastwards

4 precise 34 according to

5 communicate with 35 find out

6 ~이긴 하지만 36 연결하다

7 남은 음식 37 그와는 반대로

8 ~에 도착하다 38 인사

9 한 입 베어 물다 39 향하다, 머리

10 동료 40 혼동

11 various 41 bug

12 gain 42 pretty

13 forbid 43 negative

14 degree 44 be interested in

15 meal 45 complete

16 전통적인 46 고려하다, ~로 여기다

17 내기 47
실행, 실천, 연습하다, 행하

다

18 현대화하다 48 외식하다

19 꽤, 매우 49 ~로 여겨지다

20
처음의, 초기의, 이름 첫 글

자
50 돌다, 회전하다

21 pure 51 opposite

22 collect 52 unknowingly

23 pay off 53 forget

24
travel around the
world

54 chance

25 strange 55 surprisingly

26 ~을 향해서 56 완전히, 전부

27 재산을 모으다 57 민박 가정

28 상징하다 58 향신료

29 맛 59 바로 그날

30 기억 60 ~와 관련되다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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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ummer break 여름 방학 31 cover
가리다, 덮다, (언급된 지역

에) 걸치다

2 actually 사실 32 amount 양

3 dish 접시, 음식 33 eastwards 동쪽으로 향하는

4 precise 꼼꼼한 34 according to ~에 따르면

5 communicate with ~와 의사소통하다 35 find out 알아내다, 알게 되다

6 though ~이긴 하지만 36 link 연결하다

7 leftover 남은 음식 37 on the contrary 그와는 반대로

8 get to ~에 도착하다 38 greeting 인사

9 take a bite 한 입 베어 물다 39 head 향하다, 머리

10 colleague 동료 40 confusion 혼동

11 various 다양한 41 bug 곤충

12 gain 얻다 42 pretty 꽤

13 forbid 금지하다 43 negative 부정적인

14 degree
(각도의 단위) 도, 정도, 학

위
44 be interested in ~에 흥미가 있다

15 meal 식사 45 complete 완료하다, 끝마치다

16 traditional 전통적인 46 consider 고려하다, ~로 여기다

17 bet 내기 47 practice
실행, 실천, 연습하다, 행하

다

18 modernize 현대화하다 48 eat out 외식하다

19 quite 꽤, 매우 49 be regarded as ~로 여겨지다

20 initial
처음의, 초기의, 이름 첫 글

자
50 spin 돌다, 회전하다

21 pure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도덕적으로) 순수한
51 opposite 반대의

22 collect 수집하다, 모으다 52 unknowingly 모르고, 알아채지 못하고

23 pay off 성공하다 53 forget 잊다

24
travel around the
world

세계 일주를 하다 54 chance 가능성, 기회

25 strange 이상한, 낯선 55 surprisingly 놀랍게도

26 toward ~을 향해서 56 entirely 완전히, 전부

27 make a fortune 재산을 모으다 57 host family 민박 가정

28 symbolize 상징하다 58 spices 향신료

29 taste 맛 59 the very same day 바로 그날

30 memory 기억 60 be associated with ~와 관련되다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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