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assion 열정 31 hesitate 망설이다

2 believe 믿다 32 dish 음식

3 truth 진실 33 at other times 다른 때 같았으면

4 human being 인간 34 would have p.p. ~했을 것이다

5 look at it in the face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다 35 consider 고려하다

6 directly 직접 36 full 배가 부른

7 without ~없이 37 that's all 그게 전부다

8 blink 눈을 깜박이다 38 swallow 삼키다

9 daze 정신이 아찔하게 하다 39 wince 움찔하고 놀라다

10 essence 본질 40 It can't be helped. 어쩔 수 없다

11 relationship 관계 41 trial 실험, 시도

12 consist in ~에 있다 42 coworker 직장 동료

13 temper 완화시키다 43 come up to ~에게 다가오다

14 so that ~ ~하도록 44 fire 해고하다

15 shock 충격을 주다 45 without notice 예고 없이

16 decide to V ~하기로 결심하다 46 terrible 끔찍한

17 unique 독특한 47 such 너무나 ...한

18 had to V ~해야 했다 48 interrupt ~의 말을 가로막다

19 give and take 주고받다 49 treat 대접하다

20 absolute 절대적인 50 poorly 안 좋게, 형편없이

21 whatever 무엇이 ~하더라도 51 during ~동안

22 otherwise 만약 그렇지 않으면 52 receive 받다

23 worth V-ing V 할 만한 가치가 없다 53 note 메모, 쪽지

24 ahead 앞에 54 chief editor 편집장

25 full of ~로 가득 찬 55 must be ~임에 틀림없다

26 possibility 가능성 56 horrible 끔찍한

27 experiment 실험 57 feature article 특집 기사

28 very
(장소/시간을 강조하여) 맨

[가장]
58 complete 완성하다

29 serve 제공하다, 차려내다 59 due 마감이 예정된, 만기가 된

30 meal 식사 60 avoid 회피하다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put A under pressure A를 압박하다 91 chatter 수다를 떨다

62 enter ~에 들어가다 92 endlessly 끝없이

63 polite 예의바른 93 out of A A때문에

64 look up at ~을 쳐다보다 94 sheer 순전한, 전적인

65 friendly 친근한 95 boredom 지루함, 권태

66 manner 태도, 방식 96 at first 처음에

67 pretty 거의, 대체로 97 laugh at ~을 비웃다

68 reply 대답하다 98 ambition 열망, 야망, 포부

69 smile to oneself 흐뭇해하며 미소 짓다 99 invite O to V O가 V할 것을 청하다

70 interest 관심 100 luxurious 호화로운

71 practice 연습하다 101 couch 소파

72 secretly 남모르게 102 several 몇몇의

73 opinion 의견 103 delicious 맛있는

74 valuable 가치 있는 104 dish 음식

75 well-known 유명한 105 treat 대접하다

76 serious 진지한 106 son-in-law 사위

77 critic 비평가 107 extra 추가의, 가외의

78 lead A into B A를 B로 이끌다 108 beg 간청하다

79 situation 상황 109 generously 관대하게

80 rather 어느 정도, 다소 110 continue 계속하다

81 surprise 놀라운 일 111 comment 논평하다, 의견을 말하다

82 spend money on A A에 돈을 쓰다 112 croak 개골개골 울다

83 keep it a secret 그것을 비밀로 간직하다 113 dozen 12의, 1다스의

84 fortunate 운이 좋은 114 frog 개구리

85 enough to V ~할 정도로 충분히 115 bellow 고함을 지르다

86 sadly 슬프게 116 window screen 창살 망

87 as ~하면서 117 storm 폭풍우

88 pray 기도하다 118 hopefully 기대를 갖고

89 at least 최소한 119 immediately 즉시

90 comfort 위로 120 honest 정직한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improve 향상되다 151 directly 직접적으로

122 lesson 레슨, 교습 152 respect 존중

123 absolutely 절대로

124 shake 떨리다

125 supportively 힘이 되게

126 require ~을 필요로 하다

127 strength 힘

128 all the way home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129 from now on 지금부터

130 depend on ~에 달려있다

131 will 의지

132 upset 화가 난, 언짢은

133 casualty 피해자, 희생자, 사상자

134 single 단 하나의

135 left 남겨진

136 call 전화

137 suggestion 의견, 제안, 조언

138 useful 유용한

139 by the way 그런데

140 respond 응답하다

141 reconsider 재고하다

142 positively 분명히

143 all night long 밤새도록

144 a couple of 두서너의

145 nervously 소심하게, 초조하게

146 completely 완벽하게

147 accurate 정확한

148 stay up 늦게까지 잠을 안 자다

149 price 대가

150 luxury 사치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4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assion 31 hesitate

2 believe 32 dish

3 truth 33 at other times

4 human being 34 would have p.p.

5 look at it in the face 35 consider

6 directly 36 full

7 without 37 that's all

8 blink 38 swallow

9 daze 39 wince

10 essence 40 It can't be helped.

11 relationship 41 trial

12 consist in 42 coworker

13 temper 43 come up to

14 so that ~ 44 fire

15 shock 45 without notice

16 decide to V 46 terrible

17 unique 47 such

18 had to V 48 interrupt

19 give and take 49 treat

20 absolute 50 poorly

21 whatever 51 during

22 otherwise 52 receive

23 worth V-ing V 53 note

24 ahead 54 chief editor

25 full of 55 must be

26 possibility 56 horrible

27 experiment 57 feature article

28 very 58 complete

29 serve 59 due

30 meal 60 avoid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put A under pressure 91 chatter

62 enter 92 endlessly

63 polite 93 out of A

64 look up at 94 sheer

65 friendly 95 boredom

66 manner 96 at first

67 pretty 97 laugh at

68 reply 98 ambition

69 smile to oneself 99 invite O to V

70 interest 100 luxurious

71 practice 101 couch

72 secretly 102 several

73 opinion 103 delicious

74 valuable 104 dish

75 well-known 105 treat

76 serious 106 son-in-law

77 critic 107 extra

78 lead A into B 108 beg

79 situation 109 generously

80 rather 110 continue

81 surprise 111 comment

82 spend money on A 112 croak

83 keep it a secret 113 dozen

84 fortunate 114 frog

85 enough to V 115 bellow

86 sadly 116 window screen

87 as 117 storm

88 pray 118 hopefully

89 at least 119 immediately

90 comfort 120 honest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improve 151 directly

122 lesson 152 respect

123 absolutely

124 shake

125 supportively

126 require

127 strength

128 all the way home

129 from now on

130 depend on

131 will

132 upset

133 casualty

134 single

135 left

136 call

137 suggestion

138 useful

139 by the way

140 respond

141 reconsider

142 positively

143 all night long

144 a couple of

145 nervously

146 completely

147 accurate

148 stay up

149 price

150 luxury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4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out of A 31 frog

2 give and take 32 ambition

3 as 33 at least

4 treat 34 interrupt

5 dozen 35 valuable

6 believe 36 due

7 critic 37 very

8 full 38 shake

9 pray 39 completely

10 whatever 40 interest

11 avoid 41 situation

12 poorly 42 fortunate

13 practice 43 continue

14 stay up 44 immediately

15 that's all 45 comment

16 several 46 directly

17 hesitate 47 consider

18 wince 48 at first

19 terrible 49 feature article

20 accurate 50 decide to V

21 truth 51 dish

22 complete 52 directly

23 during 53 single

24 well-known 54 horrible

25 possibility 55 depend on

26 reply 56 dish

27 all night long 57 worth V-ing V

28 window screen 58 a couple of

29 passion 59 comfort

30 beg 60 casualty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4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때문에 31 개구리

2 주고받다 32 열망, 야망, 포부

3 ~하면서 33 최소한

4 대접하다 34 ~의 말을 가로막다

5 12의, 1다스의 35 가치 있는

6 믿다 36 마감이 예정된, 만기가 된

7 비평가 37
(장소/시간을 강조하여) 맨

[가장]

8 배가 부른 38 떨리다

9 기도하다 39 완벽하게

10 무엇이 ~하더라도 40 관심

11 회피하다 41 상황

12 안 좋게, 형편없이 42 운이 좋은

13 연습하다 43 계속하다

14 늦게까지 잠을 안 자다 44 즉시

15 그게 전부다 45 논평하다, 의견을 말하다

16 몇몇의 46 직접적으로

17 망설이다 47 고려하다

18 움찔하고 놀라다 48 처음에

19 끔찍한 49 특집 기사

20 정확한 50 ~하기로 결심하다

21 진실 51 음식

22 완성하다 52 직접

23 ~동안 53 단 하나의

24 유명한 54 끔찍한

25 가능성 55 ~에 달려있다

26 대답하다 56 음식

27 밤새도록 57 할 만한 가치가 없다

28 창살 망 58 두서너의

29 열정 59 위로

30 간청하다 60 피해자, 희생자, 사상자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4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out of A 31 frog

2 give and take 32 ambition

3 as 33 at least

4 treat 34 interrupt

5 dozen 35 valuable

6 믿다 36 마감이 예정된, 만기가 된

7 비평가 37
(장소/시간을 강조하여) 맨

[가장]

8 배가 부른 38 떨리다

9 기도하다 39 완벽하게

10 무엇이 ~하더라도 40 관심

11 avoid 41 situation

12 poorly 42 fortunate

13 practice 43 continue

14 stay up 44 immediately

15 that's all 45 comment

16 몇몇의 46 직접적으로

17 망설이다 47 고려하다

18 움찔하고 놀라다 48 처음에

19 끔찍한 49 특집 기사

20 정확한 50 ~하기로 결심하다

21 truth 51 dish

22 complete 52 directly

23 during 53 single

24 well-known 54 horrible

25 possibility 55 depend on

26 대답하다 56 음식

27 밤새도록 57 할 만한 가치가 없다

28 창살 망 58 두서너의

29 열정 59 위로

30 간청하다 60 피해자, 희생자, 사상자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4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out of A A때문에 31 frog 개구리

2 give and take 주고받다 32 ambition 열망, 야망, 포부

3 as ~하면서 33 at least 최소한

4 treat 대접하다 34 interrupt ~의 말을 가로막다

5 dozen 12의, 1다스의 35 valuable 가치 있는

6 believe 믿다 36 due 마감이 예정된, 만기가 된

7 critic 비평가 37 very
(장소/시간을 강조하여) 맨

[가장]

8 full 배가 부른 38 shake 떨리다

9 pray 기도하다 39 completely 완벽하게

10 whatever 무엇이 ~하더라도 40 interest 관심

11 avoid 회피하다 41 situation 상황

12 poorly 안 좋게, 형편없이 42 fortunate 운이 좋은

13 practice 연습하다 43 continue 계속하다

14 stay up 늦게까지 잠을 안 자다 44 immediately 즉시

15 that's all 그게 전부다 45 comment 논평하다, 의견을 말하다

16 several 몇몇의 46 directly 직접적으로

17 hesitate 망설이다 47 consider 고려하다

18 wince 움찔하고 놀라다 48 at first 처음에

19 terrible 끔찍한 49 feature article 특집 기사

20 accurate 정확한 50 decide to V ~하기로 결심하다

21 truth 진실 51 dish 음식

22 complete 완성하다 52 directly 직접

23 during ~동안 53 single 단 하나의

24 well-known 유명한 54 horrible 끔찍한

25 possibility 가능성 55 depend on ~에 달려있다

26 reply 대답하다 56 dish 음식

27 all night long 밤새도록 57 worth V-ing V 할 만한 가치가 없다

28 window screen 창살 망 58 a couple of 두서너의

29 passion 열정 59 comfort 위로

30 beg 간청하다 60 casualty 피해자, 희생자, 사상자

영어1 동아 권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