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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단어 뜻 영어단어 뜻

1 vampire 흡혈귀 vampire

2 aquarium 수족관 aquarium

3 mystery 미스터리, 수수께끼 mystery

4 get stuck 걸리다 get stuck

5 stick to ~에 달라붙다 stick to

6 lookup 찾아보다 lookup

7 tear ~ into halves ~을 반으로 찢다 tear ~ into halves

8 observe 관찰하다 observe

9 phenomenon 현상 phenomenon

10 seat 좌석, 자리 seat

11 upside down 위아래를 거꾸로 upside down

12 baobab 바오바브나무 baobab

13 blossom 꽃 blossom

14 graceful 우아한 graceful

15 pull 당기다, 뽑다 pull

16 jealous 질투하는, 시기하는 jealous

17 magnificent 멋진, 아름다운 magnificent

18 root 뿌리 root

19 complaint 불평 complaint

20 trunk 줄기 trunk

21 bark 나무껍질 bark

22 enormous 거대한 enormous

23 loss 손실 loss

24 survive 살아남다 survive

25 diameter 직경, 지름 diameter

26 hover 맴돌다 hover

27 hummingbird 벌새 hummingbird

28 decorate 장식하다, 꾸미다 decorate

29 except for ~을 제외하면 excep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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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feed 먹이를 주다 feed

31 mate 짝 mate

32 plain 평범한, 수수한 plain

33 feather 깃털 feather

34 Mayan
마야인의, 마야어의: 
마야인

Mayan

35 as long as ~하는 한 as long as

36 so ~ that …. 아주 ~해서 …하다 so ~ that ….

37 flap 날개를 치다, 펄럭이다 flap

38 ancient 고대의 ancient

39 demonstrate 증명하다 ,입증하다 demonstrate

40 due to ~때문에 due to

41 encounter 만나다, 마주치다 encounter

42 insight 통찰력 insight

43 liquid 액체의 liquid

44 recognize 인정하다, 인식하다 recognize

45 tongue 혀 tongue

46 hum
콧노래를 부르다, 
윙윙거리다

hum

47 stroke 한번 움직임, 왕복운동 stroke

48 method 방법 method

49 negotiation 협상, 교섭 negotiation

50 noble 고귀한 noble

51 dignity 좀엄, 품위 dignity

52 butterfly 나비 butterfly

53 caterpillar 애벌레 caterpillar

54 earthworm 지렁이 earthworm

55 female 여성의 female

56 eucalyptus 유칼립투스 eucalyptus

57 jellybean 젤리빈 (콩모양 젤리 과자) jelly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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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newborn 새로 태어난, 신생의 newborn

59 pouch 주머니 pouch

60 punishment 처벌 punishment

61 recover 회복하다 recover

62 wombat 웜뱃 wombat

63 in my view 내 관점에서 in my view

64 run away 도망치다 run away

65 generation 세대 generation

66 provide ~ for … ...에게 ~을 제공하다 provide ~ for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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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8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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