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hrilled 신이 난, 아주 흥분한 31 instantly 즉각, 즉시

2 cousin 사촌 32 look down 내려다보다

3 look like ...처럼 생기다, ...을 닮다 33 ensure
반드시 ~하다, 확실히 ...하

게 하다

4 boot 부츠, 장화 34 path 길

5 conservatory 음악원, 음악학교 35 legend 전설

6 invite A to B A를 B에 초대하다 36 throw 던지다

7 day off (근무·일을) 쉬는 날 37 ensure 보장하다, 지키다

8
have[take] a

day[...days] off
하루[...일]의 휴가를 얻다 38 marriage 결혼

9 southern (나라·지역 등의) 남부의 39 over
~를 너머, ~위로, ~를 건

너, 너머로, 넘쳐서, 끝나서

10 spend (시간)을 보내다 40 someday 언제가(훗날)

11 exhaust 기진맥진하게 하다 41 even
심지어 ~조차, 훨씬, 평평

한, 고른, 짝수의

12 exhausted 기진맥진한 42 on the other side of ~의 반대편에

13 quite 꽤, 제법, 상당히 43 still
여전히, 그럼에도, 훨씬, 정

지한, 정적, 진정시키다

14 abroad 해외로 44 wish for ~를 얻기를 바라다

15 flight 비행 45 miss out on <즐거움 등>을 놓치다

16 greet ...을 맞이하다, 환영하다 46 Pope 교황

17 sleepy 졸린 47 sculpture 조각품

18 force ~하게 만들다, 강요하다 48 overwhelm ...을 압도하다, 휩싸다

19 in earnest 본격적으로 49 be known as ~으로 알려져 있다

20 stay awake (자지 않고) 깨어 있다 50 border 국경, 경계

21 sightseeing 관광 51 collection 소장품, 수집물

22 nowadays 오늘날, 요즘 52 masterpiece 걸작

23 structure 1. 구조물, 건축물 2. 구조 53 linger 남다, 계속되다

24 ancient 옛날의, 고대의 54 ceiling 천장

25 construction 건설 55 chapel 예배당

26 equipment 장비 56 allow 허용하다

27 amaze 놀라게 하다 57 impressive 인상적인

28 cheer
1. 환호 2. 응원하다, 환호

하다
58 line up 1. ~를 줄 세우다 2. 줄서다

29 crowd 군중, 무리 59 gelato
젤라토(이탈리아풍의 셔벗

아이스크림

30 fountain 분수 60 serve
봉사하다, 보답하다, (음식

을) 차려내다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onvince 설득하다 91 in wonder 놀라서, 경이롭게

62 in line 줄서서 92 used to ~에 익숙한

63 be worth it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93 pay attention (to ~) ~에 주위를 기울이다

64 out of this world
현실과 동떨어진, 너무나

훌륭한
94 steal 훔치다, 몰래 움직이다

65 wait in line 줄을 서서 기다리다 95 side
가장자리, 옆, 면, 옆에 대

다, 편들다

66 a couple of 둘의, 두서너 개의 96 surround 둘러[에워]사다

67 head to[for, towards] ~로 향하다 97 stare 바라보다

68 seaside 해변, 해변의 98 glove 장갑

69 romantic 낭만적인 99 glass (pieces) 유리 공예품, 유리 파편들

70 meet up (약속하여) 만나다 100 look around 둘러 보다

71 humid 습한 101 for a while 잠시 동안

72 suggest 제안하다, 암시하다 102 complete
1. 완성된, 완료된 2. 완전

한

73 explore 탐험하다 103 gondola 곤돌라

74 on one’s own 1. 혼자 2. 혼자 힘으로 104 ride
(교통 수단을) 타기, 타고

가기

75 within moments 잠깐 이내에, 얼마 안 되어 105 afford 여유[형편]가 되다

76 useless 쓸모없는 106 find out 발견하다, 알게 되다

77 wind
[길·강 등이] 구부러지다; 굽

이치다
107 snake

구불구불 이어지다[나아가

다]

78 wandering
헤매는, 두서없는, 산책, 방

황
108

comment on[upon,

about]
~에 대해 논평하다

79 head A to B A를 B로 향하게 하다 109 turn back
돌아서다, 되돌아오다, 되

돌리다

80 alley 좁은 길, 골목 110 ticket office 매표소

81 winding
감김, 감긴 것, 감긴, 구불구

불한
111 unique 독특한

82 British 1. 영국의 2. 영국인 112 chat 잡담, 잡담하다

83 prime
1. 주요한, 주된 2. (품질이)

뛰어난
113 get off ~에서 내리다

84 elegant 우아한, 품격 있는 114 exchange 교환하다

85 impress 감동시키다, 인상을 주다 115 definitely 분명히

86 canal 운하, 수로 116 those who ~한 사람들

87 pigeon 비둘기 117 so far 지금까지

88 square
정사각형, 광장, 제곱, 공정

한, 정사각형으로 만들다,
118 opportunity 기회

89 attraction
매력, 인기거리, 관광명소,

흡인
119 many more 더욱 많은

90 say goodbye to ~에게 작별인사를 하다 120 abroad 해외로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exotic 이국적인 151 quiet 조용한, 은밀한, 고요함

122 accommodation 숙박시설, 편의, 융통, 조정 152 tree top 나무 꼭대기

123 memorable 기억할 만한, 인상적인 153 participate in ~에 참석하다

124 check out 확인하다 154 traditional 전통적인

125 prefer 선호하다

126 comfortable 편안한

127 uncomfortable 불편한

128 memorable 기억할만한

129 portable 이동이 쉬운, 휴대용의

130 from place to place 여기저기로

131 in search of ~을 찾아

132 comfort 위안, 편의, 위로하다

133 rare 드문, 희박한

134 in search of ~를 찾아서

135 be equipped with ~을 갖추고 있다.

136 explore 탐험하다, 탐구하다

137 surrounded 둘러싸인

138 obvious 명백한

139 newly 최근에, 새로

140 nearby 인근의, 가까운 곳의

141 unforgettable 잊지 못한[잊을 수 없는]

142 come true 실현되다

143 wish list 소원 목록, 희망사항 목록

144 come true 실현되다

145 direct
직접적인, 똑바른, 솔직한,

향하게 하다, 감독하다

146 link 연결하다, 연결되다, 연결

147 miles of 수마일의

148 wooden 나무로 된, 목재의

149 path 길, 경로

150 view 조망, 견해, 보다, 간주하다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4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hrilled 31 instantly

2 cousin 32 look down

3 look like 33 ensure

4 boot 34 path

5 conservatory 35 legend

6 invite A to B 36 throw

7 day off 37 ensure

8
have[take] a

day[...days] off
38 marriage

9 southern 39 over

10 spend 40 someday

11 exhaust 41 even

12 exhausted 42 on the other side of

13 quite 43 still

14 abroad 44 wish for

15 flight 45 miss out on

16 greet 46 Pope

17 sleepy 47 sculpture

18 force 48 overwhelm

19 in earnest 49 be known as

20 stay awake 50 border

21 sightseeing 51 collection

22 nowadays 52 masterpiece

23 structure 53 linger

24 ancient 54 ceiling

25 construction 55 chapel

26 equipment 56 allow

27 amaze 57 impressive

28 cheer 58 line up

29 crowd 59 gelato

30 fountain 60 serve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onvince 91 in wonder

62 in line 92 used to

63 be worth it 93 pay attention (to ~)

64 out of this world 94 steal

65 wait in line 95 side

66 a couple of 96 surround

67 head to[for, towards] 97 stare

68 seaside 98 glove

69 romantic 99 glass (pieces)

70 meet up 100 look around

71 humid 101 for a while

72 suggest 102 complete

73 explore 103 gondola

74 on one’s own 104 ride

75 within moments 105 afford

76 useless 106 find out

77 wind 107 snake

78 wandering 108
comment on[upon,

about]

79 head A to B 109 turn back

80 alley 110 ticket office

81 winding 111 unique

82 British 112 chat

83 prime 113 get off

84 elegant 114 exchange

85 impress 115 definitely

86 canal 116 those who

87 pigeon 117 so far

88 square 118 opportunity

89 attraction 119 many more

90 say goodbye to 120 abroad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exotic 151 quiet

122 accommodation 152 tree top

123 memorable 153 participate in

124 check out 154 traditional

125 prefer

126 comfortable

127 uncomfortable

128 memorable

129 portable

130 from place to place

131 in search of

132 comfort

133 rare

134 in search of

135 be equipped with

136 explore

137 surrounded

138 obvious

139 newly

140 nearby

141 unforgettable

142 come true

143 wish list

144 come true

145 direct

146 link

147 miles of

148 wooden

149 path

150 view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4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ewly 31 greet

2 spend 32 southern

3 cousin 33 participate in

4 exhausted 34 rare

5 gelato 35 legend

6 so far 36 equipment

7 sculpture 37 within moments

8 pigeon 38 on the other side of

9
have[take] a

day[...days] off
39 glove

10 miles of 40 canal

11 exotic 41 prime

12 in earnest 42 impressive

13 stay awake 43 wandering

14 in line 44 meet up

15 find out 45 from place to place

16 opportunity 46 invite A to B

17 wish list 47 conservatory

18 for a while 48 force

19 useless 49 nowadays

20 ancient 50 tree top

21
comment on[upon,
about]

51 day off

22 ensure 52 be worth it

23 unique 53 explore

24 in wonder 54 path

25 out of this world 55 stare

26 romantic 56 come true

27 snake 57 prefer

28 suggest 58 sleepy

29 definitely 59 surrounded

30 structure 60 gondola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4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최근에, 새로 31 ...을 맞이하다, 환영하다

2 (시간)을 보내다 32 (나라·지역 등의) 남부의

3 사촌 33 ~에 참석하다

4 기진맥진한 34 드문, 희박한

5
젤라토(이탈리아풍의 셔벗

아이스크림
35 전설

6 지금까지 36 장비

7 조각품 37 잠깐 이내에, 얼마 안 되어

8 비둘기 38 ~의 반대편에

9 하루[...일]의 휴가를 얻다 39 장갑

10 수마일의 40 운하, 수로

11 이국적인 41
1. 주요한, 주된 2. (품질이)

뛰어난

12 본격적으로 42 인상적인

13 (자지 않고) 깨어 있다 43
헤매는, 두서없는, 산책, 방

황

14 줄서서 44 (약속하여) 만나다

15 발견하다, 알게 되다 45 여기저기로

16 기회 46 A를 B에 초대하다

17 소원 목록, 희망사항 목록 47 음악원, 음악학교

18 잠시 동안 48 ~하게 만들다, 강요하다

19 쓸모없는 49 오늘날, 요즘

20 옛날의, 고대의 50 나무 꼭대기

21 ~에 대해 논평하다 51 (근무·일을) 쉬는 날

22
반드시 ~하다, 확실히 ...하

게 하다
52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23 독특한 53 탐험하다

24 놀라서, 경이롭게 54 길, 경로

25
현실과 동떨어진, 너무나

훌륭한
55 바라보다

26 낭만적인 56 실현되다

27
구불구불 이어지다[나아가

다]
57 선호하다

28 제안하다, 암시하다 58 졸린

29 분명히 59 둘러싸인

30 1. 구조물, 건축물 2. 구조 60 곤돌라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4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ewly 31 greet

2 spend 32 southern

3 cousin 33 participate in

4 exhausted 34 rare

5 gelato 35 legend

6 지금까지 36 장비

7 조각품 37 잠깐 이내에, 얼마 안 되어

8 비둘기 38 ~의 반대편에

9 하루[...일]의 휴가를 얻다 39 장갑

10 수마일의 40 운하, 수로

11 exotic 41 prime

12 in earnest 42 impressive

13 stay awake 43 wandering

14 in line 44 meet up

15 find out 45 from place to place

16 기회 46 A를 B에 초대하다

17 소원 목록, 희망사항 목록 47 음악원, 음악학교

18 잠시 동안 48 ~하게 만들다, 강요하다

19 쓸모없는 49 오늘날, 요즘

20 옛날의, 고대의 50 나무 꼭대기

21
comment on[upon,
about]

51 day off

22 ensure 52 be worth it

23 unique 53 explore

24 in wonder 54 path

25 out of this world 55 stare

26 낭만적인 56 실현되다

27
구불구불 이어지다[나아가

다]
57 선호하다

28 제안하다, 암시하다 58 졸린

29 분명히 59 둘러싸인

30 1. 구조물, 건축물 2. 구조 60 곤돌라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4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ewly 최근에, 새로 31 greet ...을 맞이하다, 환영하다

2 spend (시간)을 보내다 32 southern (나라·지역 등의) 남부의

3 cousin 사촌 33 participate in ~에 참석하다

4 exhausted 기진맥진한 34 rare 드문, 희박한

5 gelato
젤라토(이탈리아풍의 셔벗

아이스크림
35 legend 전설

6 so far 지금까지 36 equipment 장비

7 sculpture 조각품 37 within moments 잠깐 이내에, 얼마 안 되어

8 pigeon 비둘기 38 on the other side of ~의 반대편에

9
have[take] a

day[...days] off
하루[...일]의 휴가를 얻다 39 glove 장갑

10 miles of 수마일의 40 canal 운하, 수로

11 exotic 이국적인 41 prime
1. 주요한, 주된 2. (품질이)

뛰어난

12 in earnest 본격적으로 42 impressive 인상적인

13 stay awake (자지 않고) 깨어 있다 43 wandering
헤매는, 두서없는, 산책, 방

황

14 in line 줄서서 44 meet up (약속하여) 만나다

15 find out 발견하다, 알게 되다 45 from place to place 여기저기로

16 opportunity 기회 46 invite A to B A를 B에 초대하다

17 wish list 소원 목록, 희망사항 목록 47 conservatory 음악원, 음악학교

18 for a while 잠시 동안 48 force ~하게 만들다, 강요하다

19 useless 쓸모없는 49 nowadays 오늘날, 요즘

20 ancient 옛날의, 고대의 50 tree top 나무 꼭대기

21
comment on[upon,
about]

~에 대해 논평하다 51 day off (근무·일을) 쉬는 날

22 ensure
반드시 ~하다, 확실히 ...하

게 하다
52 be worth it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23 unique 독특한 53 explore 탐험하다

24 in wonder 놀라서, 경이롭게 54 path 길, 경로

25 out of this world
현실과 동떨어진, 너무나

훌륭한
55 stare 바라보다

26 romantic 낭만적인 56 come true 실현되다

27 snake
구불구불 이어지다[나아가

다]
57 prefer 선호하다

28 suggest 제안하다, 암시하다 58 sleepy 졸린

29 definitely 분명히 59 surrounded 둘러싸인

30 structure 1. 구조물, 건축물 2. 구조 60 gondola 곤돌라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