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waken (잠에서) 깨우다 31 leak
(액체·기체가) 새게 하다; 누

출

2 go off (알람·경보 등이) 울리다 32 drain 배수관

3 adjust 조정하다 33 notify 알리다

4 condition 상황, 환경 34 security 보안, 경비

5 currently 현재 35 certainty 확실성, 확신

6 mood 기분 36 alert (위험 등을) 알리다

7 refresh 상쾌하게 하다 37 break-in 침입

8 closet 벽장 38 monitor 감시하다

9 shine 빛나다 39 fitness 건강(상태)

10 brew (커피·차를) 끓이다 40 tracker 추적기

11 act upon ~에 따라 행동하다 41 vital signs 활력 징후

12 electronic 전자의 42 heart rate 심장박동 수

13 packaging 포장(재) 43 come down with (병에) 걸리다

14 manipulate 조작하다, 처리하다 44 continuous 지속적인

15 intervention 개입 45 diabetic 당뇨병이 있는

16 boost 신장시키다, 북돋우다 46 insert 삽입하다

17 efficiency 효율(성) 47 disposable 일회용의

18 trillion 1조 48 blood sugar 혈당

19 equipped with ~을 갖춘 49 transmit 전송하다

20 operate 작동되다 50 diabetes 당뇨병

21 remotely 원격으로 51 be paired with ~와 병행하다

22 install 설치하다 52 accordingly
(상황에) 부응해서, 그에 맞

춰

23 blind (창문에 치는) 블라인드 53 lighting 조명

24 regulate 조절하다 54 master plan 종합 계획

25 run out of ~이 다 떨어지다 55 implement 시행하다

26 keep track of ~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56 merely 단지, 그저

27 expiration date (식품의) 유효 기간 57 launch 시작하다

28 spoil (음식이) 상하다 58 enhance 향상시키다

29 moisture 습기 59 approximately 대략

30 detection 감지, 탐지 60 garbage 쓰레기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risis 위기

62 attach 붙이다

63 trash bin 쓰레기통

64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65 optimistic 낙관적인

66 aspect 측면

67 potential 잠재적인

68 brush aside ~을 무시하다

69 abuse 오용[남용]하다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5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waken 31 leak

2 go off 32 drain

3 adjust 33 notify

4 condition 34 security

5 currently 35 certainty

6 mood 36 alert

7 refresh 37 break-in

8 closet 38 monitor

9 shine 39 fitness

10 brew 40 tracker

11 act upon 41 vital signs

12 electronic 42 heart rate

13 packaging 43 come down with

14 manipulate 44 continuous

15 intervention 45 diabetic

16 boost 46 insert

17 efficiency 47 disposable

18 trillion 48 blood sugar

19 equipped with 49 transmit

20 operate 50 diabetes

21 remotely 51 be paired with

22 install 52 accordingly

23 blind 53 lighting

24 regulate 54 master plan

25 run out of 55 implement

26 keep track of 56 merely

27 expiration date 57 launch

28 spoil 58 enhance

29 moisture 59 approximately

30 detection 60 garbage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risis

62 attach

63 trash bin

64 take place

65 optimistic

66 aspect

67 potential

68 brush aside

69 abuse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5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otential 31 drain

2 packaging 32 monitor

3 break-in 33 attach

4 diabetic 34 approximately

5 brew 35 transmit

6 continuous 36 lighting

7 crisis 37 boost

8 regulate 38 electronic

9 leak 39 detection

10 condition 40 moisture

11 implement 41 refresh

12 aspect 42 be paired with

13 certainty 43 merely

14 alert 44 security

15 fitness 45 keep track of

16 tracker 46 closet

17 heart rate 47 trash bin

18 spoil 48 install

19 brush aside 49 enhance

20 currently 50 launch

21 come down with 51 run out of

22 take place 52 intervention

23 insert 53 shine

24 notify 54 master plan

25 garbage 55 go off

26 diabetes 56 expiration date

27 accordingly 57 abuse

28 vital signs 58 blood sugar

29 act upon 59 adjust

30 disposable 60 remotely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5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잠재적인 31 배수관

2 포장(재) 32 감시하다

3 침입 33 붙이다

4 당뇨병이 있는 34 대략

5 (커피·차를) 끓이다 35 전송하다

6 지속적인 36 조명

7 위기 37 신장시키다, 북돋우다

8 조절하다 38 전자의

9
(액체·기체가) 새게 하다; 누

출
39 감지, 탐지

10 상황, 환경 40 습기

11 시행하다 41 상쾌하게 하다

12 측면 42 ~와 병행하다

13 확실성, 확신 43 단지, 그저

14 (위험 등을) 알리다 44 보안, 경비

15 건강(상태) 45 ~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16 추적기 46 벽장

17 심장박동 수 47 쓰레기통

18 (음식이) 상하다 48 설치하다

19 ~을 무시하다 49 향상시키다

20 현재 50 시작하다

21 (병에) 걸리다 51 ~이 다 떨어지다

22 일어나다, 발생하다 52 개입

23 삽입하다 53 빛나다

24 알리다 54 종합 계획

25 쓰레기 55 (알람·경보 등이) 울리다

26 당뇨병 56 (식품의) 유효 기간

27
(상황에) 부응해서, 그에 맞

춰
57 오용[남용]하다

28 활력 징후 58 혈당

29 ~에 따라 행동하다 59 조정하다

30 일회용의 60 원격으로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5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otential 31 drain

2 packaging 32 monitor

3 break-in 33 attach

4 diabetic 34 approximately

5 brew 35 transmit

6 지속적인 36 조명

7 위기 37 신장시키다, 북돋우다

8 조절하다 38 전자의

9
(액체·기체가) 새게 하다; 누

출
39 감지, 탐지

10 상황, 환경 40 습기

11 implement 41 refresh

12 aspect 42 be paired with

13 certainty 43 merely

14 alert 44 security

15 fitness 45 keep track of

16 추적기 46 벽장

17 심장박동 수 47 쓰레기통

18 (음식이) 상하다 48 설치하다

19 ~을 무시하다 49 향상시키다

20 현재 50 시작하다

21 come down with 51 run out of

22 take place 52 intervention

23 insert 53 shine

24 notify 54 master plan

25 garbage 55 go off

26 당뇨병 56 (식품의) 유효 기간

27
(상황에) 부응해서, 그에 맞

춰
57 오용[남용]하다

28 활력 징후 58 혈당

29 ~에 따라 행동하다 59 조정하다

30 일회용의 60 원격으로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5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otential 잠재적인 31 drain 배수관

2 packaging 포장(재) 32 monitor 감시하다

3 break-in 침입 33 attach 붙이다

4 diabetic 당뇨병이 있는 34 approximately 대략

5 brew (커피·차를) 끓이다 35 transmit 전송하다

6 continuous 지속적인 36 lighting 조명

7 crisis 위기 37 boost 신장시키다, 북돋우다

8 regulate 조절하다 38 electronic 전자의

9 leak
(액체·기체가) 새게 하다; 누

출
39 detection 감지, 탐지

10 condition 상황, 환경 40 moisture 습기

11 implement 시행하다 41 refresh 상쾌하게 하다

12 aspect 측면 42 be paired with ~와 병행하다

13 certainty 확실성, 확신 43 merely 단지, 그저

14 alert (위험 등을) 알리다 44 security 보안, 경비

15 fitness 건강(상태) 45 keep track of ~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16 tracker 추적기 46 closet 벽장

17 heart rate 심장박동 수 47 trash bin 쓰레기통

18 spoil (음식이) 상하다 48 install 설치하다

19 brush aside ~을 무시하다 49 enhance 향상시키다

20 currently 현재 50 launch 시작하다

21 come down with (병에) 걸리다 51 run out of ~이 다 떨어지다

22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52 intervention 개입

23 insert 삽입하다 53 shine 빛나다

24 notify 알리다 54 master plan 종합 계획

25 garbage 쓰레기 55 go off (알람·경보 등이) 울리다

26 diabetes 당뇨병 56 expiration date (식품의) 유효 기간

27 accordingly
(상황에) 부응해서, 그에 맞

춰
57 abuse 오용[남용]하다

28 vital signs 활력 징후 58 blood sugar 혈당

29 act upon ~에 따라 행동하다 59 adjust 조정하다

30 disposable 일회용의 60 remotely 원격으로

능률 2 영어 (김성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