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multicultural 다문화의 31 among ~중에서

2 coexist 공존하다 32 luxurious 호화로운, 고급의

3 influence 영향 33 vivid 생생한

4 in addition 게다가 34 combine 결합하다

5 destination 목적지 35 architecture 건축, 건축물

6 tropical 열대의 36 at the same time 동시에

7 locate 위치시키다 37 impressive 인상적인

8 coast 해안 38 historical 역사적인

9 capital (국가의) 수도 39 temple 사원, 절

10 settler 정착자 40 stop by (잠시) 들르다

11 name after ~의 이름을 따서 이름짓다 41 mosque 모스크, 이슬람 사원

12 trade 무역(을 하다) 42 shorts 반바지

13 diverse 다양한 43 allow 허락하다

14 list(동사) 등재하다 44 borrow 빌리다

15 heritage 유산 45 be covered with ~로 덮여있다

16 as soon as ~하자마자 46 carving 조각, 조각물

17 be struck by ~에 감명받다 47 countless 셀 수 없는

18 unique 독특한 48 goddess 여신

19 side by side 나란히 49 Buddhist 불교의

20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닌 50 suburb 교외(지역)

21 completely 완전히 51 terrific 멋진, 대단한

22 mixture 혼합물 52 religious 종교적인

23 luggage 짐, 수하물 53 immigrant 이민자

24 nearby 근처에 있는 54 district 지역, 지구

25 spicy 매운 55 replace 대체하다

26 blend 섞다 56 unusual 특이한

27 cuisine 요리 57 appearance 모습, 외모

28 region 지역 58 appear to V ~처럼 보이다

29 sour (맛이) 신 59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30 sauce 소스 60 badly 심하게

영어1 YBM 한상호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brick-red 붉은 벽돌색 91 artwork 예술품

62 slightly 약간, 조금 92 inhabitant 거주자

63 whole 전체의 93 stall 가판대, 노점

64 delightful 기분 좋은 94 leave for ~를 향해 떠나다

65 mural 벽화 95 on one's way ~하는 길에, ~하는 도중에

66 realistic 현실적인 96 have ~ in common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67 while ~인 반면, 반면에 97 originally 원래, 처음에

68 artistically 예술적으로 98 occupy 점령하다

69 simplify 단순화 시키다 99 overcome 극복하다

70 somewhat 약간, 어느 정도 100 tragic 비극적인

71 abstract 추상적인 101 achieve 성취하다

72 such as ~와 같은 102 economic 경제적인

73 work of art 예술 작품 103 impress 인상을 주다

74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104 embrace 안다, 포옹하다

75 local 지역의 105 diversity 다양성

76 piece 작품 106 increasingly 점차적으로

77 owl 올빼미 107 wonder 궁금해하다

78 be held 열리다, 개최되다 108 what ~ like (=how) 어떤지, 어떨지

79 be known as ~로서 알려지다

80 craft (수)공예

81 ethnic 민족적인

82 goods 상품

83 weave-wove-woven (실 등으로) 짜다

84 atmosphere 분위기, 대기

85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

86 lively 활기찬, 생생한

87 entire 전체의

88 sculpture 조각상

89 explain 설명하다

90 traditional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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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multicultural 31 among

2 coexist 32 luxurious

3 influence 33 vivid

4 in addition 34 combine

5 destination 35 architecture

6 tropical 36 at the same time

7 locate 37 impressive

8 coast 38 historical

9 capital 39 temple

10 settler 40 stop by

11 name after 41 mosque

12 trade 42 shorts

13 diverse 43 allow

14 list(동사) 44 borrow

15 heritage 45 be covered with

16 as soon as 46 carving

17 be struck by 47 countless

18 unique 48 goddess

19 side by side 49 Buddhist

20 neither A nor B 50 suburb

21 completely 51 terrific

22 mixture 52 religious

23 luggage 53 immigrant

24 nearby 54 district

25 spicy 55 replace

26 blend 56 unusual

27 cuisine 57 appearance

28 region 58 appear to V

29 sour 59 although

30 sauce 60 badly

영어1 YBM 한상호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brick-red 91 artwork

62 slightly 92 inhabitant

63 whole 93 stall

64 delightful 94 leave for

65 mural 95 on one's way

66 realistic 96 have ~ in common

67 while 97 originally

68 artistically 98 occupy

69 simplify 99 overcome

70 somewhat 100 tragic

71 abstract 101 achieve

72 such as 102 economic

73 work of art 103 impress

74 not only A but also B 104 embrace

75 local 105 diversity

76 piece 106 increasingly

77 owl 107 wonder

78 be held 108 what ~ like

79 be known as

80 craft

81 ethnic

82 goods

83 weave-wove-woven

84 atmosphere

85 so ~ that ~

86 lively

87 entire

88 sculpture

89 explain

90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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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llow 31 terrific

2 artwork 32 spicy

3 brick-red 33 so ~ that ~

4 suburb 34 temple

5 be held 35 district

6 list(동사) 36 leave for

7 trade 37 at the same time

8 owl 38 historical

9 while 39 explain

10 what ~ like 40 wonder

11 luxurious 41 diversity

12 be known as 42 carving

13 stall 43 appear to V

14 mixture 44 somewhat

15 economic 45 tragic

16 on one's way 46 among

17 influence 47 destination

18 sculpture 48 weave-wove-woven

19 mosque 49 borrow

20 heritage 50 sour

21 diverse 51 impress

22 delightful 52 neither A nor B

23 lively 53 goods

24 as soon as 54 luggage

25 architecture 55 slightly

26 nearby 56 achieve

27 blend 57 in addition

28 name after 58 atmosphere

29 entire 59 increasingly

30 stop by 60 emb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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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허락하다 31 멋진, 대단한

2 예술품 32 매운

3 붉은 벽돌색 33 너무 ~해서 ~하다

4 교외(지역) 34 사원, 절

5 열리다, 개최되다 35 지역, 지구

6 등재하다 36 ~를 향해 떠나다

7 무역(을 하다) 37 동시에

8 올빼미 38 역사적인

9 ~인 반면, 반면에 39 설명하다

10 (=how) 어떤지, 어떨지 40 궁금해하다

11 호화로운, 고급의 41 다양성

12 ~로서 알려지다 42 조각, 조각물

13 가판대, 노점 43 ~처럼 보이다

14 혼합물 44 약간, 어느 정도

15 경제적인 45 비극적인

16 ~하는 길에, ~하는 도중에 46 ~중에서

17 영향 47 목적지

18 조각상 48 (실 등으로) 짜다

19 모스크, 이슬람 사원 49 빌리다

20 유산 50 (맛이) 신

21 다양한 51 인상을 주다

22 기분 좋은 52 A도 B도 아닌

23 활기찬, 생생한 53 상품

24 ~하자마자 54 짐, 수하물

25 건축, 건축물 55 약간, 조금

26 근처에 있는 56 성취하다

27 섞다 57 게다가

28 ~의 이름을 따서 이름짓다 58 분위기, 대기

29 전체의 59 점차적으로

30 (잠시) 들르다 60 안다, 포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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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llow 31 terrific

2 artwork 32 spicy

3 brick-red 33 so ~ that ~

4 suburb 34 temple

5 be held 35 district

6 등재하다 36 ~를 향해 떠나다

7 무역(을 하다) 37 동시에

8 올빼미 38 역사적인

9 ~인 반면, 반면에 39 설명하다

10 (=how) 어떤지, 어떨지 40 궁금해하다

11 luxurious 41 diversity

12 be known as 42 carving

13 stall 43 appear to V

14 mixture 44 somewhat

15 economic 45 tragic

16 ~하는 길에, ~하는 도중에 46 ~중에서

17 영향 47 목적지

18 조각상 48 (실 등으로) 짜다

19 모스크, 이슬람 사원 49 빌리다

20 유산 50 (맛이) 신

21 diverse 51 impress

22 delightful 52 neither A nor B

23 lively 53 goods

24 as soon as 54 luggage

25 architecture 55 slightly

26 근처에 있는 56 성취하다

27 섞다 57 게다가

28 ~의 이름을 따서 이름짓다 58 분위기, 대기

29 전체의 59 점차적으로

30 (잠시) 들르다 60 안다, 포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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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llow 허락하다 31 terrific 멋진, 대단한

2 artwork 예술품 32 spicy 매운

3 brick-red 붉은 벽돌색 33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

4 suburb 교외(지역) 34 temple 사원, 절

5 be held 열리다, 개최되다 35 district 지역, 지구

6 list(동사) 등재하다 36 leave for ~를 향해 떠나다

7 trade 무역(을 하다) 37 at the same time 동시에

8 owl 올빼미 38 historical 역사적인

9 while ~인 반면, 반면에 39 explain 설명하다

10 what ~ like (=how) 어떤지, 어떨지 40 wonder 궁금해하다

11 luxurious 호화로운, 고급의 41 diversity 다양성

12 be known as ~로서 알려지다 42 carving 조각, 조각물

13 stall 가판대, 노점 43 appear to V ~처럼 보이다

14 mixture 혼합물 44 somewhat 약간, 어느 정도

15 economic 경제적인 45 tragic 비극적인

16 on one's way ~하는 길에, ~하는 도중에 46 among ~중에서

17 influence 영향 47 destination 목적지

18 sculpture 조각상 48 weave-wove-woven (실 등으로) 짜다

19 mosque 모스크, 이슬람 사원 49 borrow 빌리다

20 heritage 유산 50 sour (맛이) 신

21 diverse 다양한 51 impress 인상을 주다

22 delightful 기분 좋은 52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닌

23 lively 활기찬, 생생한 53 goods 상품

24 as soon as ~하자마자 54 luggage 짐, 수하물

25 architecture 건축, 건축물 55 slightly 약간, 조금

26 nearby 근처에 있는 56 achieve 성취하다

27 blend 섞다 57 in addition 게다가

28 name after ~의 이름을 따서 이름짓다 58 atmosphere 분위기, 대기

29 entire 전체의 59 increasingly 점차적으로

30 stop by (잠시) 들르다 60 embrace 안다, 포옹하다

영어1 YBM 한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