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reserve 지키다, 간직하다 31 wear out 닳다

2 hold on to ~을 계속 보유하다 32 terrific 멋진, 훌륭한

3 precious 소중한 33 reminder 생각나게 하는 것, 기념품

4 souvenir 기념품 34 charm
(목걸이나 팔찌 등에 다는)

작은 장식물

5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35 bracelet 팔찌

6 object 물건 36 entire 전체의

7 fridge 냉장고 37 tiny 아주 작은

8 magnet 자석 38 lifelong 평생의

9 key chain 열쇠고리 39 remind ~ of … ~에게 ∙∙∙을 생각나게 하다

10 purchase 구입하다 40 hesitation 망설임, 주저함

11 bring back ~을 기억나게 하다 41 manage to 간신히[용케] ~하다

12 other than ~외에 42 hotspot (컴퓨터·통신) 핫스팟

13 ordinary 평범한 43 status 상태

14 last 오래가다, 지속되다 44 selfie
자기 스스로 자신을 찍은

사진

15 plate 접시 45 affordable (가격이) 알맞은

16 come up with ~을 생각해내다, 제시하다 46 reliable 믿을 만한

17 method 방법 47 overseas 해외로[에]

18 visible 눈에 보이는 48 reasonable (가격이) 적정한

19 spontaneous 즉흥적인 49 local (특정 지역에 사는) 현지인

20 rely on ~에 의존하다 50 telecommunication (원거리) 전기 통신

21 hostel 호스텔 51 take up (시간·공간을) 차지하다

22 route 길, 경로 52 luggage 짐, 수화물

23 sightseeing 관광 53 purposely 일부러

24 accumulate 모으다, 축적하다 54 automatically 자동으로

25 landmark 명소 55 occasionally 가끔

26 paste 풀로 붙이다 56 glance through ~을 쭉 훑어보다

27 glue 접착제 57 catch a glimpse of ~을 힐끗[얼핏] 보다

28 layer 겹[막, 층] 58 flood (감정·생각이) 밀려들다

29 sealant 밀봉제 59 shore 해안

30 fade 바래다 60 keep in touch 연락하고 지내다

능률 영어 2 (김성곤)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obviously 분명히

62 suitcase 여행 가방

63 conversation 대화

64 elderly 나이가 지긋한

65 happen upon ~을 우연히 발견하다

66 treat 대접하다

67 prove 입증[증명]하다

68 in the end 결국

69 personal 개인적인

70 soul 마음, 정신

71 enrich 풍요롭게 하다

72 grab 급히 ~하다, 붙잡다

73 capture 포착하다, 담아내다

74 priceless 대단히 귀중한

능률 영어 2 (김성곤)



제 1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reserve 31 wear out

2 hold on to 32 terrific

3 precious 33 reminder

4 souvenir 34 charm

5 tend to 35 bracelet

6 object 36 entire

7 fridge 37 tiny

8 magnet 38 lifelong

9 key chain 39 remind ~ of …

10 purchase 40 hesitation

11 bring back 41 manage to

12 other than 42 hotspot

13 ordinary 43 status

14 last 44 selfie

15 plate 45 affordable

16 come up with 46 reliable

17 method 47 overseas

18 visible 48 reasonable

19 spontaneous 49 local

20 rely on 50 telecommunication

21 hostel 51 take up

22 route 52 luggage

23 sightseeing 53 purposely

24 accumulate 54 automatically

25 landmark 55 occasionally

26 paste 56 glance through

27 glue 57 catch a glimpse of

28 layer 58 flood

29 sealant 59 shore

30 fade 60 keep in touch

능률 영어 2 (김성곤)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obviously

62 suitcase

63 conversation

64 elderly

65 happen upon

66 treat

67 prove

68 in the end

69 personal

70 soul

71 enrich

72 grab

73 capture

74 priceless

능률 영어 2 (김성곤)



제 1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oul 31 glue

2 purchase 32 visible

3 wear out 33 remind ~ of …

4 paste 34 route

5 last 35 suitcase

6 tend to 36 tiny

7 capture 37 hesitation

8 treat 38 catch a glimpse of

9 rely on 39 priceless

10 entire 40 object

11 other than 41 souvenir

12 grab 42 prove

13 status 43 terrific

14 reasonable 44 fridge

15 sightseeing 45 charm

16 luggage 46 conversation

17 affordable 47 in the end

18 bring back 48 occasionally

19 ordinary 49 sealant

20 shore 50 elderly

21 preserve 51 precious

22 lifelong 52 overseas

23 take up 53 fade

24 landmark 54 bracelet

25 hotspot 55 purposely

26 automatically 56 flood

27 plate 57 method

28 telecommunication 58 magnet

29 selfie 59 hold on to

30 accumulate 60 enrich

능률 영어 2 (김성곤)



제 1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마음, 정신 31 접착제

2 구입하다 32 눈에 보이는

3 닳다 33 ~에게 ∙∙∙을 생각나게 하다

4 풀로 붙이다 34 길, 경로

5 오래가다, 지속되다 35 여행 가방

6 ~하는 경향이 있다 36 아주 작은

7 포착하다, 담아내다 37 망설임, 주저함

8 대접하다 38 ~을 힐끗[얼핏] 보다

9 ~에 의존하다 39 대단히 귀중한

10 전체의 40 물건

11 ~외에 41 기념품

12 급히 ~하다, 붙잡다 42 입증[증명]하다

13 상태 43 멋진, 훌륭한

14 (가격이) 적정한 44 냉장고

15 관광 45
(목걸이나 팔찌 등에 다는)

작은 장식물

16 짐, 수화물 46 대화

17 (가격이) 알맞은 47 결국

18 ~을 기억나게 하다 48 가끔

19 평범한 49 밀봉제

20 해안 50 나이가 지긋한

21 지키다, 간직하다 51 소중한

22 평생의 52 해외로[에]

23 (시간·공간을) 차지하다 53 바래다

24 명소 54 팔찌

25 (컴퓨터·통신) 핫스팟 55 일부러

26 자동으로 56 (감정·생각이) 밀려들다

27 접시 57 방법

28 (원거리) 전기 통신 58 자석

29
자기 스스로 자신을 찍은

사진
59 ~을 계속 보유하다

30 모으다, 축적하다 60 풍요롭게 하다

능률 영어 2 (김성곤)



제 1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oul 31 glue

2 purchase 32 visible

3 wear out 33 remind ~ of …

4 paste 34 route

5 last 35 suitcase

6 ~하는 경향이 있다 36 아주 작은

7 포착하다, 담아내다 37 망설임, 주저함

8 대접하다 38 ~을 힐끗[얼핏] 보다

9 ~에 의존하다 39 대단히 귀중한

10 전체의 40 물건

11 other than 41 souvenir

12 grab 42 prove

13 status 43 terrific

14 reasonable 44 fridge

15 sightseeing 45 charm

16 짐, 수화물 46 대화

17 (가격이) 알맞은 47 결국

18 ~을 기억나게 하다 48 가끔

19 평범한 49 밀봉제

20 해안 50 나이가 지긋한

21 preserve 51 precious

22 lifelong 52 overseas

23 take up 53 fade

24 landmark 54 bracelet

25 hotspot 55 purposely

26 자동으로 56 (감정·생각이) 밀려들다

27 접시 57 방법

28 (원거리) 전기 통신 58 자석

29
자기 스스로 자신을 찍은

사진
59 ~을 계속 보유하다

30 모으다, 축적하다 60 풍요롭게 하다

능률 영어 2 (김성곤)



제 1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oul 마음, 정신 31 glue 접착제

2 purchase 구입하다 32 visible 눈에 보이는

3 wear out 닳다 33 remind ~ of … ~에게 ∙∙∙을 생각나게 하다

4 paste 풀로 붙이다 34 route 길, 경로

5 last 오래가다, 지속되다 35 suitcase 여행 가방

6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36 tiny 아주 작은

7 capture 포착하다, 담아내다 37 hesitation 망설임, 주저함

8 treat 대접하다 38 catch a glimpse of ~을 힐끗[얼핏] 보다

9 rely on ~에 의존하다 39 priceless 대단히 귀중한

10 entire 전체의 40 object 물건

11 other than ~외에 41 souvenir 기념품

12 grab 급히 ~하다, 붙잡다 42 prove 입증[증명]하다

13 status 상태 43 terrific 멋진, 훌륭한

14 reasonable (가격이) 적정한 44 fridge 냉장고

15 sightseeing 관광 45 charm
(목걸이나 팔찌 등에 다는)

작은 장식물

16 luggage 짐, 수화물 46 conversation 대화

17 affordable (가격이) 알맞은 47 in the end 결국

18 bring back ~을 기억나게 하다 48 occasionally 가끔

19 ordinary 평범한 49 sealant 밀봉제

20 shore 해안 50 elderly 나이가 지긋한

21 preserve 지키다, 간직하다 51 precious 소중한

22 lifelong 평생의 52 overseas 해외로[에]

23 take up (시간·공간을) 차지하다 53 fade 바래다

24 landmark 명소 54 bracelet 팔찌

25 hotspot (컴퓨터·통신) 핫스팟 55 purposely 일부러

26 automatically 자동으로 56 flood (감정·생각이) 밀려들다

27 plate 접시 57 method 방법

28 telecommunication (원거리) 전기 통신 58 magnet 자석

29 selfie
자기 스스로 자신을 찍은

사진
59 hold on to ~을 계속 보유하다

30 accumulate 모으다, 축적하다 60 enrich 풍요롭게 하다

능률 영어 2 (김성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