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mbrace 안다, 포옹하다 31 on the other hand 반면에

2 opposite 반대 32 focus on ~에 집중하다, 초점을 두다

3 personality 성격 33 at a time 한 번에

4 partnership 파트너쉽, 협력 34 concentrate 집중하다

5 unique 독특한 35 assignment 임무, 과제

6 attempt 시도(하다) 36 decision 결정

7 categorize 분류하다 37 comfortable 편안한

8 common 흔한 38 take risks 위험을 감수하다

9 method 방법 39 deliberately 신중하게

10 divide 나누다 40 less 덜

11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 41 accurately 정확하게

12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 42 based on ~에 기초를 두고

13 according to ~에 따르면 43 get along 사이좋게 지내다, 어울리다

14 division 분류, 나눔 44 actually 사실

15 tend to V ~하는 경향이 있다 45 complement 보충하다, 보완하다

16 draw 끌다 46 each other 서로서로

17 internal 내부의 47 accomplish 성취하다

18 while ~인 반면, 반면에 48 collaborate 공동으로 일하다, 협력하다

19 external 외부의 49 civil rights 시민권

20 activity 활동 50 at that time 그 때 당시

21 recharge 재충전하다 51 take a seat 좌석에 앉다

22 by Ving ~함으로써 52 passenger 승객

23 alone 혼자 53 order 명령하다

24 socialize 어울리다, 교제하다 54 shy 수줍어하는

25 perform 수행하다 55 mild-mannered 온순한

26 task 일, 업무 56 avoid 피하다

27 pressure 압박 57 stand out 두드러지다

28 cope with 대처하다 58 in public 대중 앞에서

29 multiple 다수의, 복수의 59 draw attention 관심을 끌다

30 at once 한 번에 60 courage 용기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resist 저항하다 91 last(동사) 지속되다

62 injustice 부정, 불법, 불공정 92 eventually 결국

63 calmly 고요하게, 침착하게 93 integrate 통합하다

64 furious 격노한, 화가 난 94 refuse 거절하다

65 arrest 체포하다 95 effect 효과

66 response 대답, 반응 96 similarly 비슷하게도

67 situation 상황 97 trait 특징

68 impress 영감을 주다, 인상을 주다 98 combine 결합하다

69 resistance 저항 99 charisma 카리스마

70 inspirational 영감을 주는 100 attract 끌다

71 speechmaking 연설 101 in the end 결국

72 assemble 모이다 102 huge 엄청난

73 rally 집회, 시위 103 impact 영향

74 crowd(명사) 군중, 대중 104 society 사회

75 assertive 자기 주장이 강한 105 tap (가볍게) 치다

76 sociable 사교적인 106 letter 글자

77 motivate 동기를 주다 107 appear 나타나다, 등장하다

78 trample 짓밟다 108 allow 허락하다

79 pride 자부심 109 result 결과

80 praise 칭찬(하다) 110 simultaneously 동시에

81 bravery 용기 111 brilliant 놀라운, 빛나는

82 silently 조용히 112 device 장치, 도구

83 mere 단순한 113 suggest 제안하다

84 presence 존재 114 inventor 발명가

85 strengthen 힘을 주다, 강화시키다 115 form(동사) 형성하다, 만들다

86 inspire 격려하다, 영감을 주다 116 era 시대

87 community 지역사회 117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88 boycott
보이콧하다, 불매운동을 하

다
118 engineering 공학적인

89 crucial 중요한, 결정적인 119 polish 광을 내다

90 struggle 투쟁, 고군분투 120 package(동사) 포장하다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small talk 잡담, 수다

122 feature 특징

123 enable 가능하게 하다

124 outstanding 놀라운, 뛰어난

125 social 사회적인

126 communicate with ~와 의사소통하다

127 whereas 반면에

128 daring 대담한, 용감한

129 entrepreneur 기업가

130 alike 똑같은

131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닌

132 face(동사) 직면하다

133 challenge (힘든) 도전

134 obviously 확실히, 분명히

135 terrific 대단한

136 as well as ~뿐만 아니라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2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mbrace 31 on the other hand

2 opposite 32 focus on

3 personality 33 at a time

4 partnership 34 concentrate

5 unique 35 assignment

6 attempt 36 decision

7 categorize 37 comfortable

8 common 38 take risks

9 method 39 deliberately

10 divide 40 less

11 introvert 41 accurately

12 extrovert 42 based on

13 according to 43 get along

14 division 44 actually

15 tend to V 45 complement

16 draw 46 each other

17 internal 47 accomplish

18 while 48 collaborate

19 external 49 civil rights

20 activity 50 at that time

21 recharge 51 take a seat

22 by Ving 52 passenger

23 alone 53 order

24 socialize 54 shy

25 perform 55 mild-mannered

26 task 56 avoid

27 pressure 57 stand out

28 cope with 58 in public

29 multiple 59 draw attention

30 at once 60 courage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resist 91 last(동사)

62 injustice 92 eventually

63 calmly 93 integrate

64 furious 94 refuse

65 arrest 95 effect

66 response 96 similarly

67 situation 97 trait

68 impress 98 combine

69 resistance 99 charisma

70 inspirational 100 attract

71 speechmaking 101 in the end

72 assemble 102 huge

73 rally 103 impact

74 crowd(명사) 104 society

75 assertive 105 tap

76 sociable 106 letter

77 motivate 107 appear

78 trample 108 allow

79 pride 109 result

80 praise 110 simultaneously

81 bravery 111 brilliant

82 silently 112 device

83 mere 113 suggest

84 presence 114 inventor

85 strengthen 115 form(동사)

86 inspire 116 era

87 community 117 come up with

88 boycott 118 engineering

89 crucial 119 polish

90 struggle 120 package(동사)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small talk

122 feature

123 enable

124 outstanding

125 social

126 communicate with

127 whereas

128 daring

129 entrepreneur

130 alike

131 neither A nor B

132 face(동사)

133 challenge

134 obviously

135 terrific

136 as well as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2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ased on 31 get along

2 less 32 attract

3 stand out 33 actually

4 common 34 internal

5 mild-mannered 35 response

6 integrate 36 praise

7 assignment 37 inspirational

8 simultaneously 38 multiple

9 eventually 39 combine

10 strengthen 40 impact

11 courage 41 draw attention

12 package(동사) 42 decision

13 trample 43 come up with

14 daring 44 method

15 embrace 45 enable

16 silently 46 charisma

17 divide 47 unique

18 form(동사) 48 feature

19 bravery 49 personality

20 neither A nor B 50 task

21 while 51 concentrate

22 take risks 52 deliberately

23 at that time 53 obviously

24 brilliant 54 at once

25 accomplish 55 opposite

26 tap 56 order

27 small talk 57 external

28 categorize 58 social

29 engineering 59 partnership

30 perform 60 struggle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2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에 기초를 두고 31 사이좋게 지내다, 어울리다

2 덜 32 끌다

3 두드러지다 33 사실

4 흔한 34 내부의

5 온순한 35 대답, 반응

6 통합하다 36 칭찬(하다)

7 임무, 과제 37 영감을 주는

8 동시에 38 다수의, 복수의

9 결국 39 결합하다

10 힘을 주다, 강화시키다 40 영향

11 용기 41 관심을 끌다

12 포장하다 42 결정

13 짓밟다 43 생각해내다

14 대담한, 용감한 44 방법

15 안다, 포옹하다 45 가능하게 하다

16 조용히 46 카리스마

17 나누다 47 독특한

18 형성하다, 만들다 48 특징

19 용기 49 성격

20 A도 B도 아닌 50 일, 업무

21 ~인 반면, 반면에 51 집중하다

22 위험을 감수하다 52 신중하게

23 그 때 당시 53 확실히, 분명히

24 놀라운, 빛나는 54 한 번에

25 성취하다 55 반대

26 (가볍게) 치다 56 명령하다

27 잡담, 수다 57 외부의

28 분류하다 58 사회적인

29 공학적인 59 파트너쉽, 협력

30 수행하다 60 투쟁, 고군분투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2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ased on 31 get along

2 less 32 attract

3 stand out 33 actually

4 common 34 internal

5 mild-mannered 35 response

6 통합하다 36 칭찬(하다)

7 임무, 과제 37 영감을 주는

8 동시에 38 다수의, 복수의

9 결국 39 결합하다

10 힘을 주다, 강화시키다 40 영향

11 courage 41 draw attention

12 package(동사) 42 decision

13 trample 43 come up with

14 daring 44 method

15 embrace 45 enable

16 조용히 46 카리스마

17 나누다 47 독특한

18 형성하다, 만들다 48 특징

19 용기 49 성격

20 A도 B도 아닌 50 일, 업무

21 while 51 concentrate

22 take risks 52 deliberately

23 at that time 53 obviously

24 brilliant 54 at once

25 accomplish 55 opposite

26 (가볍게) 치다 56 명령하다

27 잡담, 수다 57 외부의

28 분류하다 58 사회적인

29 공학적인 59 파트너쉽, 협력

30 수행하다 60 투쟁, 고군분투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2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ased on ~에 기초를 두고 31 get along 사이좋게 지내다, 어울리다

2 less 덜 32 attract 끌다

3 stand out 두드러지다 33 actually 사실

4 common 흔한 34 internal 내부의

5 mild-mannered 온순한 35 response 대답, 반응

6 integrate 통합하다 36 praise 칭찬(하다)

7 assignment 임무, 과제 37 inspirational 영감을 주는

8 simultaneously 동시에 38 multiple 다수의, 복수의

9 eventually 결국 39 combine 결합하다

10 strengthen 힘을 주다, 강화시키다 40 impact 영향

11 courage 용기 41 draw attention 관심을 끌다

12 package(동사) 포장하다 42 decision 결정

13 trample 짓밟다 43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14 daring 대담한, 용감한 44 method 방법

15 embrace 안다, 포옹하다 45 enable 가능하게 하다

16 silently 조용히 46 charisma 카리스마

17 divide 나누다 47 unique 독특한

18 form(동사) 형성하다, 만들다 48 feature 특징

19 bravery 용기 49 personality 성격

20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닌 50 task 일, 업무

21 while ~인 반면, 반면에 51 concentrate 집중하다

22 take risks 위험을 감수하다 52 deliberately 신중하게

23 at that time 그 때 당시 53 obviously 확실히, 분명히

24 brilliant 놀라운, 빛나는 54 at once 한 번에

25 accomplish 성취하다 55 opposite 반대

26 tap (가볍게) 치다 56 order 명령하다

27 small talk 잡담, 수다 57 external 외부의

28 categorize 분류하다 58 social 사회적인

29 engineering 공학적인 59 partnership 파트너쉽, 협력

30 perform 수행하다 60 struggle 투쟁, 고군분투

영어 1 능률(김성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