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verywhere 도처에 31 rooster 수탉

2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32 crow 울다

3 come up 생기다, 일어나다 33 partially 부분적으로

4 in doing so 그렇게 할 때 34 asleep 잠든

5 research 연구 35 combine 결합하다

6 the following 다음 36 evidence 증거

7 observing 관찰하기 37 knowledge 지식

8 sense 감각 38 sunrise 일출

9 gather 모으다 39 infer 추론하다

10 bark (개가) 짖다 40 turn out to V ~인 것으로 판명나다

11 special 특별한 41 incorrect 오류가 있는, 부정확한

12 instrument 도구 42 explanation 설명

13 A such as B B와 같은 A 43 for instance 예를 들어

14 microscope 현미경 44 intruder 침입자

15 telescope 망원경 45 pen 닭장, 우리

16 enhance 높이다, 향상시키다 46 consider 고려하다

17 detailed 자세한 47 alternative 대안

18 observation 관찰 48 in case ~할 경우에 대비하여

19 key to A A의 비결 49 predicting 예상하기

20 accurate 정확한 50 probably 아마도

21 factual 사실적인 51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22 therefore 그러므로 52 prediction 예상

23 repeat 반복하다 53 weather 날씨

24 inferring 추론하기 54 what A will be like A가 어떠할지

25 interpret 해석하다 55 weather forecaster 일기예보관

26 make an inference 추론하다 56 predict 예상하다

27 inference 추론 57 amount 양

28 educated 지식에 의한, 교육을 받은 58 paths of storms 태풍의 진행로

29 guess 추측 59 and so forth 등등

30 be based on ~에 근거하다 60 in order to V ~하기 위해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4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involve 포함하다 91 recipe 조리법

62 based on ~을 바탕으로 한 92 aid 도움

63 current 현재의 93 common 흔한, 일반적인

64 past 과거의 94 ingredient list 성분표

65 experience 경험 95 package 포장

66 classifying 분류하기 96 content 내용(물)

67 similar 비슷한 97 box score 점수판

68 group 분류하다, 무리로 만들다 98 actual 실제의

69 shelf 선반 99 knowledge 지식

70 customer 고객 100 have trouble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71 brand 상표 101 planet 행성

72 sit 놓여있다 102 solar system 태양계

73 compare 비교하다 103 concept 개념

74 prefer 선호하다 104 simplify 단순화하다

75 classify 분류하다 105 complicated 복잡한

76 specific 특정한 106 communicating 의사소통하기

77 category 범주 107 result 결과

78 immediately 즉시 108 one another 서로

79 object 물건 109 daily 일상의

80 item 품목, 항목 110 originate 유래하다

81 purpose 목적 111 consist of ~로 이루어지다

82 and so on 기타 등등 112 character 문자, 기호

83 accurately 정확하게 113 single 하나의

84 relate 관련이 있다 114 fill in 채워 넣다

85 connect 연결되다 115 empty 텅 빈

86 making models 모형 만들기 116 square 정사각형

87 model 모형 117 row 가로줄

88 simplification 단순화하기 118 column 세로 열

89 substitute 대체물 119 individual 개별적인

90 convenient 편리한 120 popular 인기가 있는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4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East Asia 동아시아 151 unfinished 미완성된

122 territory 영역, 영토 152 task 과업

123 take turns ~ing 교대로 ~하다 153 nature 본성, 성품

124 well-established 정착된 154 mental 정신적인

125 across ~의 모든 곳에 155 tension 긴장감

126 command 지휘하다 156 whereas 반면에

127 army 군대 157 completion 완료

128 opponent 상대편의 158 provide 제공하다

129 approximately 대략 159 closure 종결

130 attack 공격 160 release 풀림, 완화

131 effect 효과 161 take a break 쉬다

132 memory 기억 162 distract 주의를 딴 데로 돌리다

133 paragraph 단락 163 session 기간

134 correct 옳은 164 productive 생산적인

135 order 순서 165 break 휴식

136 dine 식사하다 166 no more than 불과, 단지(=only)

137 notice 알아차리다 167 effective 효과적인

138 be capable of ~할 수 있다 168 focus 집중력

139 multiple 다수의 169 involve 포함하다

140 order 주문 170 subject 피실험자

141 once 일단 ~하고 나면 171 various 다양한

142 complete 완료된, 완료하다 172 be allowed to V ~하도록 허용되다

143 serve 음식을 차려내다 173 while 반면에, 한편

144 wonder 궁금하게 여기다 174 interrupt 방해하다

145 conduct 수행하다 175 recall 회상하다, 기억하다

146 a series of 일련의 176 incomplete 미완료된

147 experiment 실험 177 approximately 대략

148 further 추가적인, 후속의 178 twice as much as A A보다 2배만큼

149 conclude 결론짓다

150 recall-value 회상치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4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verywhere 31 rooster

2 although 32 crow

3 come up 33 partially

4 in doing so 34 asleep

5 research 35 combine

6 the following 36 evidence

7 observing 37 knowledge

8 sense 38 sunrise

9 gather 39 infer

10 bark 40 turn out to V

11 special 41 incorrect

12 instrument 42 explanation

13 A such as B 43 for instance

14 microscope 44 intruder

15 telescope 45 pen

16 enhance 46 consider

17 detailed 47 alternative

18 observation 48 in case

19 key to A 49 predicting

20 accurate 50 probably

21 factual 51 weather forecast

22 therefore 52 prediction

23 repeat 53 weather

24 inferring 54 what A will be like

25 interpret 55 weather forecaster

26 make an inference 56 predict

27 inference 57 amount

28 educated 58 paths of storms

29 guess 59 and so forth

30 be based on 60 in order to V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4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involve 91 recipe

62 based on 92 aid

63 current 93 common

64 past 94 ingredient list

65 experience 95 package

66 classifying 96 content

67 similar 97 box score

68 group 98 actual

69 shelf 99 knowledge

70 customer 100 have trouble ~ing

71 brand 101 planet

72 sit 102 solar system

73 compare 103 concept

74 prefer 104 simplify

75 classify 105 complicated

76 specific 106 communicating

77 category 107 result

78 immediately 108 one another

79 object 109 daily

80 item 110 originate

81 purpose 111 consist of

82 and so on 112 character

83 accurately 113 single

84 relate 114 fill in

85 connect 115 empty

86 making models 116 square

87 model 117 row

88 simplification 118 column

89 substitute 119 individual

90 convenient 120 popular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4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East Asia 151 unfinished

122 territory 152 task

123 take turns ~ing 153 nature

124 well-established 154 mental

125 across 155 tension

126 command 156 whereas

127 army 157 completion

128 opponent 158 provide

129 approximately 159 closure

130 attack 160 release

131 effect 161 take a break

132 memory 162 distract

133 paragraph 163 session

134 correct 164 productive

135 order 165 break

136 dine 166 no more than

137 notice 167 effective

138 be capable of 168 focus

139 multiple 169 involve

140 order 170 subject

141 once 171 various

142 complete 172 be allowed to V

143 serve 173 while

144 wonder 174 interrupt

145 conduct 175 recall

146 a series of 176 incomplete

147 experiment 177 approximately

148 further 178 twice as much as A

149 conclude

150 recall-value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4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aths of storms 31 microscope

2 complicated 32 originate

3 unfinished 33 rooster

4 well-established 34 single

5 item 35 serve

6 complete 36 further

7 row 37 instrument

8 package 38 experience

9 knowledge 39 customer

10 past 40 similar

11 aid 41 notice

12 planet 42 common

13 distract 43 compare

14 immediately 44 box score

15 key to A 45 evidence

16 connect 46 crow

17 purpose 47 pen

18 educated 48 order

19 be capable of 49 correct

20 be allowed to V 50 opponent

21 while 51 army

22 enhance 52 release

23 A such as B 53 group

24 involve 54 model

25 weather forecast 55 be based on

26 interrupt 56 completion

27 repeat 57 conduct

28 provide 58 in order to V

29 predicting 59 research

30 actual 60 fill in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4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태풍의 진행로 31 현미경

2 복잡한 32 유래하다

3 미완성된 33 수탉

4 정착된 34 하나의

5 품목, 항목 35 음식을 차려내다

6 완료된, 완료하다 36 추가적인, 후속의

7 가로줄 37 도구

8 포장 38 경험

9 지식 39 고객

10 과거의 40 비슷한

11 도움 41 알아차리다

12 행성 42 흔한, 일반적인

13 주의를 딴 데로 돌리다 43 비교하다

14 즉시 44 점수판

15 A의 비결 45 증거

16 연결되다 46 울다

17 목적 47 닭장, 우리

18 지식에 의한, 교육을 받은 48 순서

19 ~할 수 있다 49 옳은

20 ~하도록 허용되다 50 상대편의

21 반면에, 한편 51 군대

22 높이다, 향상시키다 52 풀림, 완화

23 B와 같은 A 53 분류하다, 무리로 만들다

24 포함하다 54 모형

25 일기예보 55 ~에 근거하다

26 방해하다 56 완료

27 반복하다 57 수행하다

28 제공하다 58 ~하기 위해

29 예상하기 59 연구

30 실제의 60 채워 넣다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4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aths of storms 31 microscope

2 complicated 32 originate

3 unfinished 33 rooster

4 well-established 34 single

5 item 35 serve

6 완료된, 완료하다 36 추가적인, 후속의

7 가로줄 37 도구

8 포장 38 경험

9 지식 39 고객

10 과거의 40 비슷한

11 aid 41 notice

12 planet 42 common

13 distract 43 compare

14 immediately 44 box score

15 key to A 45 evidence

16 연결되다 46 울다

17 목적 47 닭장, 우리

18 지식에 의한, 교육을 받은 48 순서

19 ~할 수 있다 49 옳은

20 ~하도록 허용되다 50 상대편의

21 while 51 army

22 enhance 52 release

23 A such as B 53 group

24 involve 54 model

25 weather forecast 55 be based on

26 방해하다 56 완료

27 반복하다 57 수행하다

28 제공하다 58 ~하기 위해

29 예상하기 59 연구

30 실제의 60 채워 넣다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4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aths of storms 태풍의 진행로 31 microscope 현미경

2 complicated 복잡한 32 originate 유래하다

3 unfinished 미완성된 33 rooster 수탉

4 well-established 정착된 34 single 하나의

5 item 품목, 항목 35 serve 음식을 차려내다

6 complete 완료된, 완료하다 36 further 추가적인, 후속의

7 row 가로줄 37 instrument 도구

8 package 포장 38 experience 경험

9 knowledge 지식 39 customer 고객

10 past 과거의 40 similar 비슷한

11 aid 도움 41 notice 알아차리다

12 planet 행성 42 common 흔한, 일반적인

13 distract 주의를 딴 데로 돌리다 43 compare 비교하다

14 immediately 즉시 44 box score 점수판

15 key to A A의 비결 45 evidence 증거

16 connect 연결되다 46 crow 울다

17 purpose 목적 47 pen 닭장, 우리

18 educated 지식에 의한, 교육을 받은 48 order 순서

19 be capable of ~할 수 있다 49 correct 옳은

20 be allowed to V ~하도록 허용되다 50 opponent 상대편의

21 while 반면에, 한편 51 army 군대

22 enhance 높이다, 향상시키다 52 release 풀림, 완화

23 A such as B B와 같은 A 53 group 분류하다, 무리로 만들다

24 involve 포함하다 54 model 모형

25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55 be based on ~에 근거하다

26 interrupt 방해하다 56 completion 완료

27 repeat 반복하다 57 conduct 수행하다

28 provide 제공하다 58 in order to V ~하기 위해

29 predicting 예상하기 59 research 연구

30 actual 실제의 60 fill in 채워 넣다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