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y Ving ~함으로써 31 own(형용사) 자신의

2 The following 뒤에 나오는 것 32 appear 나타나다

3
commencement
speech

졸업 연설 33 graduate with honors 우등생으로 졸업하다

4 deliver 말하다, 연설하다 34 government 정부

5 graduating class 졸업반 35 quite 꽤, 상당히

6 at the time 그 때 당시에 36 manage to V 가까스로 ~하다

7 would like to V ~하고 싶다 37 meanwhile 한편, 그동안에

8 in one's youth 어렸을 때 38 graduate school 대학원

9 scholarship 장학금 39 former 이전의

10 receive 받다 40 try one's hand ~을 해보다, 시도하다

11 financial aid 학자금 지원 41 promo 판촉용의, 홍보용의

12 sophomore (대학) 2학년생 42 in order to V ~하기 위해서

13 contract(동사) (병에) 걸리다 43 entire 전체의

14 disease 질병 44 savings 저축, 절약

15 eventually 결국 45 anticipate 예상하다

16 prove to be ~로 판명되다 46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17 glaucoma 녹내장 47 adversity 역경

18 detect 발견하다, 감지하다 48 influence 영향을 끼치다

19 legally 법적으로 49 extent 정도

20 for a moment 잠깐동안 50 along the way 그러던 중에

21 all of a sudden 갑자기 51 almost 거의

22 face(동사) 직면하다 52 probably 아마도

23 competitive 경쟁이 치열한 53 fellow 동료, 친구

24 no longer 더 이상 ~가 아닌 54 cut a record 음반을 녹음하다

25 else 또 다른, 그 밖의 55 pleasure 즐거움

26 lose one's sight 시력을 잃다 56 aisle 통로

27 serious 심각한 57 not ~ anymore 더 이상 ~가 아닌

28 disability 무능력, 장애 58 reckoning 생각

29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59 no matter what (=whatever) 무엇이든지

30 perhaps 아마도 60 opportunity 기회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present(동사) 나타내다

62 mostly 대개

63 commence 시작하다

64 embrace 안다, 포옹하다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1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y Ving 31 own(형용사)

2 The following 32 appear

3
commencement
speech

33 graduate with honors

4 deliver 34 government

5 graduating class 35 quite

6 at the time 36 manage to V

7 would like to V 37 meanwhile

8 in one's youth 38 graduate school

9 scholarship 39 former

10 receive 40 try one's hand

11 financial aid 41 promo

12 sophomore 42 in order to V

13 contract(동사) 43 entire

14 disease 44 savings

15 eventually 45 anticipate

16 prove to be 46 deal with

17 glaucoma 47 adversity

18 detect 48 influence

19 legally 49 extent

20 for a moment 50 along the way

21 all of a sudden 51 almost

22 face(동사) 52 probably

23 competitive 53 fellow

24 no longer 54 cut a record

25 else 55 pleasure

26 lose one's sight 56 aisle

27 serious 57 not ~ anymore

28 disability 58 reckoning

29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59 no matter what

30 perhaps 60 opportunity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present(동사)

62 mostly

63 commence

64 embrace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1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he following 31 eventually

2 probably 32 at the time

3 no longer 33 detect

4 adversity 34 appear

5 deliver 35 would like to V

6 face(동사) 36 financial aid

7 meanwhile 37 glaucoma

8 reckoning 38 anticipate

9 receive 39 along the way

10 extent 40 try one's hand

11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41
commencement
speech

12 government 42 contract(동사)

13 promo 43 not ~ anymore

14 scholarship 44 competitive

15 disability 45 sophomore

16 all of a sudden 46 fellow

17 quite 47 manage to V

18 embrace 48 no matter what

19 savings 49 for a moment

20 disease 50 almost

21 in order to V 51 mostly

22 cut a record 52 opportunity

23 graduate with honors 53 in one's youth

24 present(동사) 54 pleasure

25 commence 55 former

26 own(형용사) 56 entire

27 prove to be 57 lose one's sight

28 influence 58 perhaps

29 serious 59 deal with

30 else 60 aisle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1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뒤에 나오는 것 31 결국

2 아마도 32 그 때 당시에

3 더 이상 ~가 아닌 33 발견하다, 감지하다

4 역경 34 나타나다

5 말하다, 연설하다 35 ~하고 싶다

6 직면하다 36 학자금 지원

7 한편, 그동안에 37 녹내장

8 생각 38 예상하다

9 받다 39 그러던 중에

10 정도 40 ~을 해보다, 시도하다

11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41 졸업 연설

12 정부 42 (병에) 걸리다

13 판촉용의, 홍보용의 43 더 이상 ~가 아닌

14 장학금 44 경쟁이 치열한

15 무능력, 장애 45 (대학) 2학년생

16 갑자기 46 동료, 친구

17 꽤, 상당히 47 가까스로 ~하다

18 안다, 포옹하다 48 (=whatever) 무엇이든지

19 저축, 절약 49 잠깐동안

20 질병 50 거의

21 ~하기 위해서 51 대개

22 음반을 녹음하다 52 기회

23 우등생으로 졸업하다 53 어렸을 때

24 나타내다 54 즐거움

25 시작하다 55 이전의

26 자신의 56 전체의

27 ~로 판명되다 57 시력을 잃다

28 영향을 끼치다 58 아마도

29 심각한 59 다루다, 처리하다

30 또 다른, 그 밖의 60 통로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1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he following 31 eventually

2 probably 32 at the time

3 no longer 33 detect

4 adversity 34 appear

5 deliver 35 would like to V

6 직면하다 36 학자금 지원

7 한편, 그동안에 37 녹내장

8 생각 38 예상하다

9 받다 39 그러던 중에

10 정도 40 ~을 해보다, 시도하다

11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41
commencement
speech

12 government 42 contract(동사)

13 promo 43 not ~ anymore

14 scholarship 44 competitive

15 disability 45 sophomore

16 갑자기 46 동료, 친구

17 꽤, 상당히 47 가까스로 ~하다

18 안다, 포옹하다 48 (=whatever) 무엇이든지

19 저축, 절약 49 잠깐동안

20 질병 50 거의

21 in order to V 51 mostly

22 cut a record 52 opportunity

23 graduate with honors 53 in one's youth

24 present(동사) 54 pleasure

25 commence 55 former

26 자신의 56 전체의

27 ~로 판명되다 57 시력을 잃다

28 영향을 끼치다 58 아마도

29 심각한 59 다루다, 처리하다

30 또 다른, 그 밖의 60 통로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1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he following 뒤에 나오는 것 31 eventually 결국

2 probably 아마도 32 at the time 그 때 당시에

3 no longer 더 이상 ~가 아닌 33 detect 발견하다, 감지하다

4 adversity 역경 34 appear 나타나다

5 deliver 말하다, 연설하다 35 would like to V ~하고 싶다

6 face(동사) 직면하다 36 financial aid 학자금 지원

7 meanwhile 한편, 그동안에 37 glaucoma 녹내장

8 reckoning 생각 38 anticipate 예상하다

9 receive 받다 39 along the way 그러던 중에

10 extent 정도 40 try one's hand ~을 해보다, 시도하다

11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41

commencement
speech

졸업 연설

12 government 정부 42 contract(동사) (병에) 걸리다

13 promo 판촉용의, 홍보용의 43 not ~ anymore 더 이상 ~가 아닌

14 scholarship 장학금 44 competitive 경쟁이 치열한

15 disability 무능력, 장애 45 sophomore (대학) 2학년생

16 all of a sudden 갑자기 46 fellow 동료, 친구

17 quite 꽤, 상당히 47 manage to V 가까스로 ~하다

18 embrace 안다, 포옹하다 48 no matter what (=whatever) 무엇이든지

19 savings 저축, 절약 49 for a moment 잠깐동안

20 disease 질병 50 almost 거의

21 in order to V ~하기 위해서 51 mostly 대개

22 cut a record 음반을 녹음하다 52 opportunity 기회

23 graduate with honors 우등생으로 졸업하다 53 in one's youth 어렸을 때

24 present(동사) 나타내다 54 pleasure 즐거움

25 commence 시작하다 55 former 이전의

26 own(형용사) 자신의 56 entire 전체의

27 prove to be ~로 판명되다 57 lose one's sight 시력을 잃다

28 influence 영향을 끼치다 58 perhaps 아마도

29 serious 심각한 59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30 else 또 다른, 그 밖의 60 aisle 통로

영어 1 다락원(김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