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monk 수도사, 수도승 31 anticipation 기대, 예상

2 fate 운명 32 lift up 들어 올리다

3
stay (keep) away
from

~로부터 떨어져 있다 33 outshine
~보다 강하게 빛나다, ~보

다 우수하다

4 vivid 생생한 34 stunning 근사한, 멋진, 굉장히 예쁜

5 contain
~을 함유하다, ~이 들어 있

다
35 cheer 환호하다

6 destroy 파괴하다, 없애다 36 once 일단 ~하면

7 strictly 엄격히, 엄밀히 37 except ~을 제외하고

8 ban 금지하다 38 warm-hearted 마음씨가 따뜻한

9 wed 결혼하다 39 mistakenly 실수로

10 match 짝 40 suspicious 의심스러운

11 refuse 거절하다 41 treat 취급하다, 대하다

12 unattractive 매력적이지 않은 42 double 두 배가 되다

13 not from this world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43 give birth to ~을 낳다

14 intentionally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44 outgrow ~보다 더 커지다

15 spread 퍼뜨리다 45 prophecy 예언

16 rumor 소문 46 last 지속되다

17 manners 태도 47 lie 눕다

18 persuade 설득하다 48 numerous 수많은

19 eventually 결국, 마침내 49 grief 슬픔, 비통

20 surround 에워싸다, 둘러싸다 50 weave 짜다, 엮다

21 immediately 즉시, 곧 51 straw 짚

22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다 52 despite ~에도 불구하고

23 give up 포기하다 53 heal 고치다, 치유하다

24 arrange
배열하다, 정하다, 준비하

다
54 seed 씨앗

25 fiance 약혼자 55 rename 다시 이름 짓다

26 temper 기질, 성질, 기분 56 convey 전달하다

27 keep A from B A를 B로부터 지키다 57 predetermined 이미 결정된

28 misfortune 불행 58 everlasting 영원한

29 servant 하인 59 reunite 다시 만나다, 재결합 하다

30 ceremony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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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monk 31 anticipation

2 fate 32 lift up

3
stay (keep) away
from

33 outshine

4 vivid 34 stunning

5 contain 35 cheer

6 destroy 36 once

7 strictly 37 except

8 ban 38 warm-hearted

9 wed 39 mistakenly

10 match 40 suspicious

11 refuse 41 treat

12 unattractive 42 double

13 not from this world 43 give birth to

14 intentionally 44 outgrow

15 spread 45 prophecy

16 rumor 46 last

17 manners 47 lie

18 persuade 48 numerous

19 eventually 49 grief

20 surround 50 weave

21 immediately 51 straw

22 fall in love 52 despite

23 give up 53 heal

24 arrange 54 seed

25 fiance 55 rename

26 temper 56 convey

27 keep A from B 57 predetermined

28 misfortune 58 everlasting

29 servant 59 reunite

30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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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ie 31 servant

2 cheer 32 intentionally

3 reunite 33 fate

4 straw 34 stunning

5 contain 35 convey

6 weave 36 give birth to

7 grief 37 warm-hearted

8 persuade 38 despite

9 except 39 spread

10 heal 40 refuse

11 last 41 ban

12 prophecy 42 lift up

13 outshine 43 wed

14 ceremony 44 seed

15 rumor 45 mistakenly

16 match 46 anticipation

17 immediately 47 not from this world

18 manners 48 surround

19 outgrow 49 give up

20 double 50 temper

21 misfortune 51
stay (keep) away
from

22 monk 52 unattractive

23 treat 53 suspicious

24 eventually 54 keep A from B

25 destroy 55 everlasting

26 rename 56 fall in love

27 fiance 57 arrange

28 vivid 58 numerous

29 predetermined 59 once

30 strictly

영어1 교학사 강문구



제 5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눕다 31 하인

2 환호하다 32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3 다시 만나다, 재결합 하다 33 운명

4 짚 34 근사한, 멋진, 굉장히 예쁜

5
~을 함유하다, ~이 들어 있

다
35 전달하다

6 짜다, 엮다 36 ~을 낳다

7 슬픔, 비통 37 마음씨가 따뜻한

8 설득하다 38 ~에도 불구하고

9 ~을 제외하고 39 퍼뜨리다

10 고치다, 치유하다 40 거절하다

11 지속되다 41 금지하다

12 예언 42 들어 올리다

13
~보다 강하게 빛나다, ~보

다 우수하다
43 결혼하다

14 식 44 씨앗

15 소문 45 실수로

16 짝 46 기대, 예상

17 즉시, 곧 47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18 태도 48 에워싸다, 둘러싸다

19 ~보다 더 커지다 49 포기하다

20 두 배가 되다 50 기질, 성질, 기분

21 불행 51 ~로부터 떨어져 있다

22 수도사, 수도승 52 매력적이지 않은

23 취급하다, 대하다 53 의심스러운

24 결국, 마침내 54 A를 B로부터 지키다

25 파괴하다, 없애다 55 영원한

26 다시 이름 짓다 56 사랑에 빠지다

27 약혼자 57
배열하다, 정하다, 준비하

다

28 생생한 58 수많은

29 이미 결정된 59 일단 ~하면

30 엄격히, 엄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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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ie 31 servant

2 cheer 32 intentionally

3 reunite 33 fate

4 straw 34 stunning

5 contain 35 convey

6 짜다, 엮다 36 ~을 낳다

7 슬픔, 비통 37 마음씨가 따뜻한

8 설득하다 38 ~에도 불구하고

9 ~을 제외하고 39 퍼뜨리다

10 고치다, 치유하다 40 거절하다

11 last 41 ban

12 prophecy 42 lift up

13 outshine 43 wed

14 ceremony 44 seed

15 rumor 45 mistakenly

16 짝 46 기대, 예상

17 즉시, 곧 47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18 태도 48 에워싸다, 둘러싸다

19 ~보다 더 커지다 49 포기하다

20 두 배가 되다 50 기질, 성질, 기분

21 misfortune 51
stay (keep) away
from

22 monk 52 unattractive

23 treat 53 suspicious

24 eventually 54 keep A from B

25 destroy 55 everlasting

26 다시 이름 짓다 56 사랑에 빠지다

27 약혼자 57
배열하다, 정하다, 준비하

다

28 생생한 58 수많은

29 이미 결정된 59 일단 ~하면

30 엄격히, 엄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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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ie 눕다 31 servant 하인

2 cheer 환호하다 32 intentionally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3 reunite 다시 만나다, 재결합 하다 33 fate 운명

4 straw 짚 34 stunning 근사한, 멋진, 굉장히 예쁜

5 contain
~을 함유하다, ~이 들어 있

다
35 convey 전달하다

6 weave 짜다, 엮다 36 give birth to ~을 낳다

7 grief 슬픔, 비통 37 warm-hearted 마음씨가 따뜻한

8 persuade 설득하다 38 despite ~에도 불구하고

9 except ~을 제외하고 39 spread 퍼뜨리다

10 heal 고치다, 치유하다 40 refuse 거절하다

11 last 지속되다 41 ban 금지하다

12 prophecy 예언 42 lift up 들어 올리다

13 outshine
~보다 강하게 빛나다, ~보

다 우수하다
43 wed 결혼하다

14 ceremony 식 44 seed 씨앗

15 rumor 소문 45 mistakenly 실수로

16 match 짝 46 anticipation 기대, 예상

17 immediately 즉시, 곧 47 not from this world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18 manners 태도 48 surround 에워싸다, 둘러싸다

19 outgrow ~보다 더 커지다 49 give up 포기하다

20 double 두 배가 되다 50 temper 기질, 성질, 기분

21 misfortune 불행 51
stay (keep) away
from

~로부터 떨어져 있다

22 monk 수도사, 수도승 52 unattractive 매력적이지 않은

23 treat 취급하다, 대하다 53 suspicious 의심스러운

24 eventually 결국, 마침내 54 keep A from B A를 B로부터 지키다

25 destroy 파괴하다, 없애다 55 everlasting 영원한

26 rename 다시 이름 짓다 56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다

27 fiance 약혼자 57 arrange
배열하다, 정하다, 준비하

다

28 vivid 생생한 58 numerous 수많은

29 predetermined 이미 결정된 59 once 일단 ~하면

30 strictly 엄격히, 엄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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