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unsung
(그럴 자격이 있음에도) 찬

양받지 못한
31 as if 마치 ~인 것 처럼

2 Crimea 크림 반도(흑해 북쪽 해안) 32 observe 관찰하다

3 portrait 초상화 33 manage to V 가까스로 ~하다

4 breast 가슴 34 cholera 콜레라

5 antique 골동품 35 gain 얻다

6 accidentally 우연히 36 extensive 광범위한, 폭넓은

7 framed 액자에 담긴 37 contract (병에) 걸리다

8 garage sale
(사람이 자기 집 차고에서

하는) 중고 물품 세일
38 recover 회복하다

9 have no idea 모른다(=don't know) 39 overcome 극복하다

10 search for ~을 찾다 40 reputation 명성

11 clue 단서, 실마리 41 treat 치료하다

12 author 저자 42 collapse 붕괴

13 initial 이니셜, 첫 글자 43 nursing system 간호체계

14 various 다양한 44 dysentery 이질(전염병의 일종)

15 auction 경매 45 proper 적절한

16 identify 확인하다 46 immediately 즉시

17 confirm 확인하다 47 apply 지원하다

18 genuine 진짜의 48 application 지원

19 purchase 구입하다 49 stress(동사) 강조하다

20 quote(동사) 인용하다 50 considerable 상당한

21 mixed race 혼혈 51 disappointment 실망

22 barrier 장벽 52 reject 거절하다

23 huge 엄청난 53 shrink from 꺼리다, 피하다

24 contribution 공헌 54 aid 도움; 돕다

25 display 전시하다 55 beneath ~밑에

26 Scottish 스코틀랜드인 56 somewhat 다소

27 practice
(전문직에) 종사하다, 개업

하다
57 dusky 거므스름한

28 run 운영하다, 경영하다 58 stop O from Ving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29 boarding house 민박집 59 aspiration 열망

30 wounded 상처입은 60 persevere (인내하며) 계속하다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found 설립하다, 세우다 91 wealth 부, 재산

62 firm(명사) 회사 92 veteran 참전용사; 베테랑

63 relative(명사) 친척 93 army officer 군대 장교

64 stock 재고, 쌓아 올린 것 94 organize 조직하다

65 be supposed to V ~하기로 되어 있다 95 benefit festival 자선 모금 축제

66 officially 공식적으로 96 raise 모금하다

67 sutler (군대의) 매점 상인 97 fund 기금, 자금

68 front (전쟁에서의) 최전방 98 honor 경의, 존경

69 the + 형용사 ~한 사람들 99 award (상을) 주다

70 this is why 그래서 100 bravery 용기

71 testify 증언하다, 진술하다 101 vividly 생생하게

72 admiration 감탄, 존경 102 depict 묘사하다, 그리다

73 despite ~에도 불구하고 103 publish 발행하다, 출판하다

74 numbing (감각을) 마비시키는 104 autobiography 자서전

75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105 from time to time 때때로

76 comfort 위안 106 compare 비교하다

77 brave(동사) 용감히 맞서다 107 unlike ~와는 달리

78 enemy 적 108 prejudice 편견

79 fire 포격 109 related to ~와 관련된

80 describe 설명하다, 묘사하다 110 race 인종

81 physician (내과) 의사 111 largely 주로, 대체로

82 doctor(동사) 치료하다

83 all manner of 온갖 종류의

84 extraordinary 비범한, 뛰어난

85 attendance 출석

86 battle field 전쟁터

87 earn
(힘들게 노력해서) 얻다, 벌

다

88 fellow 동료

89 blessing 축복

90 turn out broke 파산하다, 무일푼이 되다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4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unsung 31 as if

2 Crimea 32 observe

3 portrait 33 manage to V

4 breast 34 cholera

5 antique 35 gain

6 accidentally 36 extensive

7 framed 37 contract

8 garage sale 38 recover

9 have no idea 39 overcome

10 search for 40 reputation

11 clue 41 treat

12 author 42 collapse

13 initial 43 nursing system

14 various 44 dysentery

15 auction 45 proper

16 identify 46 immediately

17 confirm 47 apply

18 genuine 48 application

19 purchase 49 stress(동사)

20 quote(동사) 50 considerable

21 mixed race 51 disappointment

22 barrier 52 reject

23 huge 53 shrink from

24 contribution 54 aid

25 display 55 beneath

26 Scottish 56 somewhat

27 practice 57 dusky

28 run 58 stop O from Ving

29 boarding house 59 aspiration

30 wounded 60 persevere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found 91 wealth

62 firm(명사) 92 veteran

63 relative(명사) 93 army officer

64 stock 94 organize

65 be supposed to V 95 benefit festival

66 officially 96 raise

67 sutler 97 fund

68 front 98 honor

69 the + 형용사 99 award

70 this is why 100 bravery

71 testify 101 vividly

72 admiration 102 depict

73 despite 103 publish

74 numbing 104 autobiography

75 provide A with B 105 from time to time

76 comfort 106 compare

77 brave(동사) 107 unlike

78 enemy 108 prejudice

79 fire 109 related to

80 describe 110 race

81 physician 111 largely

82 doctor(동사)

83 all manner of

84 extraordinary

85 attendance

86 battle field

87 earn

88 fellow

89 blessing

90 turn out broke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4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mmediately 31 manage to V

2 Scottish 32 boarding house

3 comfort 33 accidentally

4 unlike 34 antique

5 search for 35 relative(명사)

6 battle field 36 numbing

7 enemy 37 purchase

8 raise 38 disappointment

9 display 39 identify

10 provide A with B 40 benefit festival

11 persevere 41 run

12 from time to time 42 earn

13 firm(명사) 43 doctor(동사)

14 stress(동사) 44 garage sale

15 race 45 despite

16 found 46 this is why

17 portrait 47 compare

18 publish 48 army officer

19 unsung 49 honor

20 author 50 wounded

21 blessing 51 considerable

22 stock 52 admiration

23 framed 53 fund

24 proper 54 describe

25 nursing system 55 award

26 practice 56 huge

27 Crimea 57 dusky

28 observe 58 quote(동사)

29 gain 59 aspiration

30 attendance 60 organize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4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즉시 31 가까스로 ~하다

2 스코틀랜드인 32 민박집

3 위안 33 우연히

4 ~와는 달리 34 골동품

5 ~을 찾다 35 친척

6 전쟁터 36 (감각을) 마비시키는

7 적 37 구입하다

8 모금하다 38 실망

9 전시하다 39 확인하다

10 A에게 B를 제공하다 40 자선 모금 축제

11 (인내하며) 계속하다 41 운영하다, 경영하다

12 때때로 42
(힘들게 노력해서) 얻다, 벌

다

13 회사 43 치료하다

14 강조하다 44
(사람이 자기 집 차고에서

하는) 중고 물품 세일

15 인종 45 ~에도 불구하고

16 설립하다, 세우다 46 그래서

17 초상화 47 비교하다

18 발행하다, 출판하다 48 군대 장교

19
(그럴 자격이 있음에도) 찬

양받지 못한
49 경의, 존경

20 저자 50 상처입은

21 축복 51 상당한

22 재고, 쌓아 올린 것 52 감탄, 존경

23 액자에 담긴 53 기금, 자금

24 적절한 54 설명하다, 묘사하다

25 간호체계 55 (상을) 주다

26
(전문직에) 종사하다, 개업

하다
56 엄청난

27 크림 반도(흑해 북쪽 해안) 57 거므스름한

28 관찰하다 58 인용하다

29 얻다 59 열망

30 출석 60 조직하다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4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mmediately 31 manage to V

2 Scottish 32 boarding house

3 comfort 33 accidentally

4 unlike 34 antique

5 search for 35 relative(명사)

6 전쟁터 36 (감각을) 마비시키는

7 적 37 구입하다

8 모금하다 38 실망

9 전시하다 39 확인하다

10 A에게 B를 제공하다 40 자선 모금 축제

11 persevere 41 run

12 from time to time 42 earn

13 firm(명사) 43 doctor(동사)

14 stress(동사) 44 garage sale

15 race 45 despite

16 설립하다, 세우다 46 그래서

17 초상화 47 비교하다

18 발행하다, 출판하다 48 군대 장교

19
(그럴 자격이 있음에도) 찬

양받지 못한
49 경의, 존경

20 저자 50 상처입은

21 blessing 51 considerable

22 stock 52 admiration

23 framed 53 fund

24 proper 54 describe

25 nursing system 55 award

26
(전문직에) 종사하다, 개업

하다
56 엄청난

27 크림 반도(흑해 북쪽 해안) 57 거므스름한

28 관찰하다 58 인용하다

29 얻다 59 열망

30 출석 60 조직하다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4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mmediately 즉시 31 manage to V 가까스로 ~하다

2 Scottish 스코틀랜드인 32 boarding house 민박집

3 comfort 위안 33 accidentally 우연히

4 unlike ~와는 달리 34 antique 골동품

5 search for ~을 찾다 35 relative(명사) 친척

6 battle field 전쟁터 36 numbing (감각을) 마비시키는

7 enemy 적 37 purchase 구입하다

8 raise 모금하다 38 disappointment 실망

9 display 전시하다 39 identify 확인하다

10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40 benefit festival 자선 모금 축제

11 persevere (인내하며) 계속하다 41 run 운영하다, 경영하다

12 from time to time 때때로 42 earn
(힘들게 노력해서) 얻다, 벌

다

13 firm(명사) 회사 43 doctor(동사) 치료하다

14 stress(동사) 강조하다 44 garage sale
(사람이 자기 집 차고에서

하는) 중고 물품 세일

15 race 인종 45 despite ~에도 불구하고

16 found 설립하다, 세우다 46 this is why 그래서

17 portrait 초상화 47 compare 비교하다

18 publish 발행하다, 출판하다 48 army officer 군대 장교

19 unsung
(그럴 자격이 있음에도) 찬

양받지 못한
49 honor 경의, 존경

20 author 저자 50 wounded 상처입은

21 blessing 축복 51 considerable 상당한

22 stock 재고, 쌓아 올린 것 52 admiration 감탄, 존경

23 framed 액자에 담긴 53 fund 기금, 자금

24 proper 적절한 54 describe 설명하다, 묘사하다

25 nursing system 간호체계 55 award (상을) 주다

26 practice
(전문직에) 종사하다, 개업

하다
56 huge 엄청난

27 Crimea 크림 반도(흑해 북쪽 해안) 57 dusky 거므스름한

28 observe 관찰하다 58 quote(동사) 인용하다

29 gain 얻다 59 aspiration 열망

30 attendance 출석 60 organize 조직하다

영어1 비상 홍민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