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spiration 영감 31 challenge (어려운) 문제, 도전

2 architect 건축가 32 curving 곡선을 이루는

3 all around A A주변 모든 곳에 33 enormous 거대한

4 impress 감동을 주다 34 church 성당, 교회

5 supply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35 world-famous 세계적으로 유명한

6 survive 생존하다 36 prominent 유명한

7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37 construction 건설

8 based on ~에 기초해서 38 remarkable 놀라운

9 biomimicry 자연 모방 39 take over 이어받다, 인계받다

10 term 용어 40 responsibility 책임

11 be derived from ~에서 유래하다 41 under construction 건설 중인

12 Greek 그리스의 42 nearly 거의

13 imitation 모방 43 fascinate 매료시키다

14 look at A as B A를 B로 보다(여기다) 44 unique 독특한

15 incredibly 놀라울 정도로 45 look to ~로 눈을 돌리다

16 successful 성공적인 46 prefer A to B B보다 A를 선호하다

17 engineer 기술자, 공학자 47 curve 곡선

18 already 이미, 벌써 48 natural object 자연물

19 come up with 찾아내다, 생각해내다 49 straight line 직선

20 face 직면하다 50 artificial 인공적인

21 carefully 세밀하게, 주의 깊게 51 preference 선호

22 study 연구하다 52 incorporate 포함하다, 통합하다

23 plant 식물 53 form 형태

24 aspect 측면, 양상 54 spire 첨탑

25 work 작동하다 55 be topped with 꼭대기에 ~가 있다

26 as a result 그 결과로 56 sphere 구(球)

27 innovative 혁신적인 57 resemble 닮다

28 solution 해결책 58 turtle 거북이

29 engineering 공학기술 59 carve 새기다, 새겨 넣다

30 architectural 건축학적인 60 carved into ~에 새겨진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stone base 초석 91 insect 곤충

62 column 기둥 92 complex (복합)단지

63 spiral 나선(형의) 93 visually 시각적으로

64 stair 계단 94 excellent 훌륭한, 뛰어난

65 shell 껍데기, 껍질 95 due to ~때문에

66 creature 생물, 생명체 96 climate 기후

67 perhaps 아마도 97
air conditioning
system

냉방장치, 공기조절장치

68 impressive 인상적인 98 costly 비용이 많이 드는

69 feature 특징 99 install 설치하다

70 ceiling 천장 100 run 작동시키다, 운영하다

71 branch 가지 101 maintain 유지하다

72 as if 마치 ~처럼 102 solve 해결하다, 풀다

73 beam 비추다, 환하게 빛나다 103 turn to ~에게로 눈을 돌리다

74 leaf (pl. leaves) 잎사귀 104 termite 흰개미

75 not just for A A만을 위한 게 아닌 105 mound 흙더미

76 decoration 장식 106 alternative 대안

77 though
(문장 뒤에 와서) 하지만,

그러나
107 structure 구조물

78 base 토대, 기반 108 certain 특정한, 어떤

79 split off into A A로 갈라(쪼개)지다 109 scientist 과학자

80 allow O to V O가 V하게 하다 110 stay cool 시원하게 유지되다

81 support 지탱하다, 떠받치다 111 constant 끊임없는

82 roof 지붕 112 flow 흐름

83 distribute 분배하다, 나누다 113 network 망

84 weight 무게 114 referred to A A라고 일컬어지는

85 evenly 균등하게, 고르게 115 chimney 굴뚝

86 recognize 인지하다 116 central 중앙의

87 superiority 우월성 117 outer 외부의, 바깥의

88 both A and B A이면서 또한 B한 118 close to ~에 가까운

89 functional 기능적인, 실용적인 119 ground 지면, 땅

90 lesson 교훈 120 generate 발생시키다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daily 일상의 151 cool down 서늘해지다

122 activity 활동 152 ready to V ~할 준비가 된

123 rise up 올라가다 153 opening 열린 공간, 구멍

124 eventually 결국에는, 마침내 154 base 바닥, 토대, 기반

125 escape 빠져나가다 155 automatic 자동의

126 in the meantime 그러는 사이에 156 fan 선풍기, 부채

127 comfortable 쾌적한, 편안한 157 eventually 결국, 마침내

128 temperature 온도 158 along with ~와 함께

129 also 또한 159 upward 위로

130 soil 흙, 토양 160 internal 내부의

131 surrounding 둘러싸고 있는 161 space 공간, 우주

132 absorb 흡수하다 162 as a result 그 결과

133 daytime 낮, 낮의 163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134 therefore 그러므로 164 fresh 신선한

135 increase 올라가다, 증가하다 165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한 것은

136 relatively 비교적, 상대적으로 166 far less 훨씬 더 적은

137 outside 바깥의, 외부의 167 save 절약하다, 아끼다

138 finally 마침내 168 environment 환경

139 release 방출하다, 내보내다 169 pollution 오염

140 process 과정 170 receive 받다

141 inspire 영감을 주다 171 none 어떤 것도 ~아니다

142 innovative 혁신적인 172 utilize 이용하다

143 construct 건설하다 173 improve 향상시키다

144 without ~없이 174 field 분야

145 conventional 전통적인 175 robotics 로봇공학

146 cooling system 냉방장치 176 agriculture 농업

147 instead 대신에 177 more likely to V ~할 가능성이 더 높은

148 building material 건축자재

149 store 저장하다

150 floor 바닥, 마루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5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spiration 31 challenge

2 architect 32 curving

3 all around A 33 enormous

4 impress 34 church

5 supply A with B 35 world-famous

6 survive 36 prominent

7 provide A with B 37 construction

8 based on 38 remarkable

9 biomimicry 39 take over

10 term 40 responsibility

11 be derived from 41 under construction

12 Greek 42 nearly

13 imitation 43 fascinate

14 look at A as B 44 unique

15 incredibly 45 look to

16 successful 46 prefer A to B

17 engineer 47 curve

18 already 48 natural object

19 come up with 49 straight line

20 face 50 artificial

21 carefully 51 preference

22 study 52 incorporate

23 plant 53 form

24 aspect 54 spire

25 work 55 be topped with

26 as a result 56 sphere

27 innovative 57 resemble

28 solution 58 turtle

29 engineering 59 carve

30 architectural 60 carved into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stone base 91 insect

62 column 92 complex

63 spiral 93 visually

64 stair 94 excellent

65 shell 95 due to

66 creature 96 climate

67 perhaps 97
air conditioning
system

68 impressive 98 costly

69 feature 99 install

70 ceiling 100 run

71 branch 101 maintain

72 as if 102 solve

73 beam 103 turn to

74 leaf 104 termite

75 not just for A 105 mound

76 decoration 106 alternative

77 though 107 structure

78 base 108 certain

79 split off into A 109 scientist

80 allow O to V 110 stay cool

81 support 111 constant

82 roof 112 flow

83 distribute 113 network

84 weight 114 referred to A

85 evenly 115 chimney

86 recognize 116 central

87 superiority 117 outer

88 both A and B 118 close to

89 functional 119 ground

90 lesson 120 generate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daily 151 cool down

122 activity 152 ready to V

123 rise up 153 opening

124 eventually 154 base

125 escape 155 automatic

126 in the meantime 156 fan

127 comfortable 157 eventually

128 temperature 158 along with

129 also 159 upward

130 soil 160 internal

131 surrounding 161 space

132 absorb 162 as a result

133 daytime 163 not only A but also B

134 therefore 164 fresh

135 increase 165 more importantly

136 relatively 166 far less

137 outside 167 save

138 finally 168 environment

139 release 169 pollution

140 process 170 receive

141 inspire 171 none

142 innovative 172 utilize

143 construct 173 improve

144 without 174 field

145 conventional 175 robotics

146 cooling system 176 agriculture

147 instead 177 more likely to V

148 building material

149 store

150 floor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5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novative 31 perhaps

2 insect 32 also

3 save 33 agriculture

4 imitation 34 construct

5 term 35 stone base

6 mound 36 improve

7 shell 37 central

8 climate 38 relatively

9 solution 39 cool down

10 without 40 building material

11 natural object 41 challenge

12 turn to 42 prefer A to B

13 under construction 43 curving

14 floor 44 allow O to V

15 be derived from 45 daytime

16 straight line 46 opening

17 survive 47 base

18 creature 48 come up with

19 engineering 49 face

20 activity 50 therefore

21 world-famous 51 outside

22 both A and B 52 receive

23 though 53 fan

24 provide A with B 54 inspiration

25 Greek 55 enormous

26 as if 56 environment

27 field 57 more importantly

28 comfortable 58 superiority

29 carefully 59 spiral

30 successful 60 recognize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5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혁신적인 31 아마도

2 곤충 32 또한

3 절약하다, 아끼다 33 농업

4 모방 34 건설하다

5 용어 35 초석

6 흙더미 36 향상시키다

7 껍데기, 껍질 37 중앙의

8 기후 38 비교적, 상대적으로

9 해결책 39 서늘해지다

10 ~없이 40 건축자재

11 자연물 41 (어려운) 문제, 도전

12 ~에게로 눈을 돌리다 42 B보다 A를 선호하다

13 건설 중인 43 곡선을 이루는

14 바닥, 마루 44 O가 V하게 하다

15 ~에서 유래하다 45 낮, 낮의

16 직선 46 열린 공간, 구멍

17 생존하다 47 토대, 기반

18 생물, 생명체 48 찾아내다, 생각해내다

19 공학기술 49 직면하다

20 활동 50 그러므로

21 세계적으로 유명한 51 바깥의, 외부의

22 A이면서 또한 B한 52 받다

23
(문장 뒤에 와서) 하지만,

그러나
53 선풍기, 부채

24 A에게 B를 제공하다 54 영감

25 그리스의 55 거대한

26 마치 ~처럼 56 환경

27 분야 57 더 중요한 것은

28 쾌적한, 편안한 58 우월성

29 세밀하게, 주의 깊게 59 나선(형의)

30 성공적인 60 인지하다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5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novative 31 perhaps

2 insect 32 also

3 save 33 agriculture

4 imitation 34 construct

5 term 35 stone base

6 흙더미 36 향상시키다

7 껍데기, 껍질 37 중앙의

8 기후 38 비교적, 상대적으로

9 해결책 39 서늘해지다

10 ~없이 40 건축자재

11 natural object 41 challenge

12 turn to 42 prefer A to B

13 under construction 43 curving

14 floor 44 allow O to V

15 be derived from 45 daytime

16 직선 46 열린 공간, 구멍

17 생존하다 47 토대, 기반

18 생물, 생명체 48 찾아내다, 생각해내다

19 공학기술 49 직면하다

20 활동 50 그러므로

21 world-famous 51 outside

22 both A and B 52 receive

23 though 53 fan

24 provide A with B 54 inspiration

25 Greek 55 enormous

26 마치 ~처럼 56 환경

27 분야 57 더 중요한 것은

28 쾌적한, 편안한 58 우월성

29 세밀하게, 주의 깊게 59 나선(형의)

30 성공적인 60 인지하다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5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novative 혁신적인 31 perhaps 아마도

2 insect 곤충 32 also 또한

3 save 절약하다, 아끼다 33 agriculture 농업

4 imitation 모방 34 construct 건설하다

5 term 용어 35 stone base 초석

6 mound 흙더미 36 improve 향상시키다

7 shell 껍데기, 껍질 37 central 중앙의

8 climate 기후 38 relatively 비교적, 상대적으로

9 solution 해결책 39 cool down 서늘해지다

10 without ~없이 40 building material 건축자재

11 natural object 자연물 41 challenge (어려운) 문제, 도전

12 turn to ~에게로 눈을 돌리다 42 prefer A to B B보다 A를 선호하다

13 under construction 건설 중인 43 curving 곡선을 이루는

14 floor 바닥, 마루 44 allow O to V O가 V하게 하다

15 be derived from ~에서 유래하다 45 daytime 낮, 낮의

16 straight line 직선 46 opening 열린 공간, 구멍

17 survive 생존하다 47 base 토대, 기반

18 creature 생물, 생명체 48 come up with 찾아내다, 생각해내다

19 engineering 공학기술 49 face 직면하다

20 activity 활동 50 therefore 그러므로

21 world-famous 세계적으로 유명한 51 outside 바깥의, 외부의

22 both A and B A이면서 또한 B한 52 receive 받다

23 though
(문장 뒤에 와서) 하지만,

그러나
53 fan 선풍기, 부채

24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54 inspiration 영감

25 Greek 그리스의 55 enormous 거대한

26 as if 마치 ~처럼 56 environment 환경

27 field 분야 57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한 것은

28 comfortable 쾌적한, 편안한 58 superiority 우월성

29 carefully 세밀하게, 주의 깊게 59 spiral 나선(형의)

30 successful 성공적인 60 recognize 인지하다

영어 1 능률(김성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