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lection 선거 31 would like to ~하고 싶다

2 announce 알리다, 공지하다 32 sophomore 2학년생

3 overcome 극복하다, 이겨내다 33 student council 학생회

4 shyness 수줍음 34 representative 대표

5 run for ~에 입후보하다, 출마하다 35 make sure
~을 확실히 하다, 반드시 ~

하다

6 candidate 후보자 36 decision 결정

7 probably 아마도 37 regarding ~에 관한

8 wonder 궁금하다 38 issue
1. 쟁점, 사안 2. 발행(물) 3.

발행하다 5. 발표하다

9 elect 선거하다, 뽑다 39 field trip 현장 학습

10 a couple of times 몇 번, 여러 번 40 athletic 운동 경기의, 체육의

11 times 번, 배 41 a few 약간의, 조금

12 stress
1. 강조하다 2. 강세를 두다

3. 스트레스
42 shy 수줍음 많은, 부끄러운

13 give a speech 연설하다 43 method 방법

14 tip 조언 44 various 다양한

15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45 each other 서로

16 reasonable 합리적인 46 one another 서로

17 sentence
1. 문장 2. (형의) 선고 3.

(형을) 선고하다
47 allow A to V A가 ~하게 하다

18 phrase 어구, 문구 48 get to V ~하게 되다

19 pause 잠시 멈춤 49 distant 먼, (멀리) 떨어져 있는

20 particularly 특히 50 highly 크게, 매우, 대단히

21 point
1. 부분, 요점 2. 점수 3. 가

리키다
51 concern

1. 고민 2. 관심사 3. 걱정하

다 4. 관련이 있다

22 brief
1. (시간이) 짧은 2. (말·글

이) 간단한
52 ever

1. 언제든, 아무 때나 2. 지

금까지 3. 늘, 줄곧

23 closely 주의 깊게 53 be willing to V 기꺼이 ~하다

24 appropriate 적절한 54 vote for
~를 뽑다, ~에 (찬성) 투표

를 하다

25 strengthen
강력해지다, 강화하다, 활

기차다
55 even though 비록 ~이지만

26 maintain
1. 유지하다 2. 주장하다 3.

지키다, 버티게 하다
56 confident in ~에 대해 자신만만한

27 enable A to V A가 ~하게 하다 57 feel proud of ~을 자랑스러워하다

28 trustworthy 신뢰할 수 있는 58 look forward to
~을 기대하다, 고대하다,

간절히 바라다

29 take a breath 숨을 들이쉬다, 심호흡하다

30 fellow
1. 친구의, 동료의 2. 친구

[녀석], 동료

영어1 지학사(민찬규)



제 1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lection 31 would like to

2 announce 32 sophomore

3 overcome 33 student council

4 shyness 34 representative

5 run for 35 make sure

6 candidate 36 decision

7 probably 37 regarding

8 wonder 38 issue

9 elect 39 field trip

10 a couple of times 40 athletic

11 times 41 a few

12 stress 42 shy

13 give a speech 43 method

14 tip 44 various

15 concentrate on 45 each other

16 reasonable 46 one another

17 sentence 47 allow A to V

18 phrase 48 get to V

19 pause 49 distant

20 particularly 50 highly

21 point 51 concern

22 brief 52 ever

23 closely 53 be willing to V

24 appropriate 54 vote for

25 strengthen 55 even though

26 maintain 56 confident in

27 enable A to V 57 feel proud of

28 trustworthy 58 look forward to

29 take a breath

30 fellow

영어1 지학사(민찬규)



제 1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hy 31 a couple of times

2 times 32 be willing to V

3 representative 33 make sure

4 announce 34 strengthen

5 probably 35 various

6 concentrate on 36 student council

7 decision 37 each other

8 field trip 38 wonder

9 would like to 39 candidate

10 allow A to V 40 particularly

11 confident in 41 athletic

12 one another 42 maintain

13 issue 43 shyness

14 pause 44 tip

15 phrase 45 stress

16 sophomore 46 method

17 reasonable 47 enable A to V

18 regarding 48 point

19 elect 49 ever

20 give a speech 50 election

21 appropriate 51 take a breath

22 fellow 52 sentence

23 run for 53 brief

24 even though 54 get to V

25 concern 55 highly

26 distant 56 look forward to

27 vote for 57 closely

28 feel proud of 58 overcome

29 a few

30 trustworthy

영어1 지학사(민찬규)



제 1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수줍음 많은, 부끄러운 31 몇 번, 여러 번

2 번, 배 32 기꺼이 ~하다

3 대표 33
~을 확실히 하다, 반드시 ~

하다

4 알리다, 공지하다 34
강력해지다, 강화하다, 활

기차다

5 아마도 35 다양한

6 ~에 집중하다 36 학생회

7 결정 37 서로

8 현장 학습 38 궁금하다

9 ~하고 싶다 39 후보자

10 A가 ~하게 하다 40 특히

11 ~에 대해 자신만만한 41 운동 경기의, 체육의

12 서로 42
1. 유지하다 2. 주장하다 3.

지키다, 버티게 하다

13
1. 쟁점, 사안 2. 발행(물) 3.

발행하다 5. 발표하다
43 수줍음

14 잠시 멈춤 44 조언

15 어구, 문구 45
1. 강조하다 2. 강세를 두다

3. 스트레스

16 2학년생 46 방법

17 합리적인 47 A가 ~하게 하다

18 ~에 관한 48
1. 부분, 요점 2. 점수 3. 가

리키다

19 선거하다, 뽑다 49
1. 언제든, 아무 때나 2. 지

금까지 3. 늘, 줄곧

20 연설하다 50 선거

21 적절한 51 숨을 들이쉬다, 심호흡하다

22
1. 친구의, 동료의 2. 친구

[녀석], 동료
52

1. 문장 2. (형의) 선고 3.

(형을) 선고하다

23 ~에 입후보하다, 출마하다 53
1. (시간이) 짧은 2. (말·글

이) 간단한

24 비록 ~이지만 54 ~하게 되다

25
1. 고민 2. 관심사 3. 걱정하

다 4. 관련이 있다
55 크게, 매우, 대단히

26 먼, (멀리) 떨어져 있는 56
~을 기대하다, 고대하다,

간절히 바라다

27
~를 뽑다, ~에 (찬성) 투표

를 하다
57 주의 깊게

28 ~을 자랑스러워하다 58 극복하다, 이겨내다

29 약간의, 조금

30 신뢰할 수 있는

영어1 지학사(민찬규)



제 1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hy 31 a couple of times

2 times 32 be willing to V

3 representative 33 make sure

4 announce 34 strengthen

5 probably 35 various

6 ~에 집중하다 36 학생회

7 결정 37 서로

8 현장 학습 38 궁금하다

9 ~하고 싶다 39 후보자

10 A가 ~하게 하다 40 특히

11 confident in 41 athletic

12 one another 42 maintain

13 issue 43 shyness

14 pause 44 tip

15 phrase 45 stress

16 2학년생 46 방법

17 합리적인 47 A가 ~하게 하다

18 ~에 관한 48
1. 부분, 요점 2. 점수 3. 가

리키다

19 선거하다, 뽑다 49
1. 언제든, 아무 때나 2. 지

금까지 3. 늘, 줄곧

20 연설하다 50 선거

21 appropriate 51 take a breath

22 fellow 52 sentence

23 run for 53 brief

24 even though 54 get to V

25 concern 55 highly

26 먼, (멀리) 떨어져 있는 56
~을 기대하다, 고대하다,

간절히 바라다

27
~를 뽑다, ~에 (찬성) 투표

를 하다
57 주의 깊게

28 ~을 자랑스러워하다 58 극복하다, 이겨내다

29 약간의, 조금

30 신뢰할 수 있는

영어1 지학사(민찬규)



제 1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hy 수줍음 많은, 부끄러운 31 a couple of times 몇 번, 여러 번

2 times 번, 배 32 be willing to V 기꺼이 ~하다

3 representative 대표 33 make sure
~을 확실히 하다, 반드시 ~

하다

4 announce 알리다, 공지하다 34 strengthen
강력해지다, 강화하다, 활

기차다

5 probably 아마도 35 various 다양한

6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36 student council 학생회

7 decision 결정 37 each other 서로

8 field trip 현장 학습 38 wonder 궁금하다

9 would like to ~하고 싶다 39 candidate 후보자

10 allow A to V A가 ~하게 하다 40 particularly 특히

11 confident in ~에 대해 자신만만한 41 athletic 운동 경기의, 체육의

12 one another 서로 42 maintain
1. 유지하다 2. 주장하다 3.

지키다, 버티게 하다

13 issue
1. 쟁점, 사안 2. 발행(물) 3.

발행하다 5. 발표하다
43 shyness 수줍음

14 pause 잠시 멈춤 44 tip 조언

15 phrase 어구, 문구 45 stress
1. 강조하다 2. 강세를 두다

3. 스트레스

16 sophomore 2학년생 46 method 방법

17 reasonable 합리적인 47 enable A to V A가 ~하게 하다

18 regarding ~에 관한 48 point
1. 부분, 요점 2. 점수 3. 가

리키다

19 elect 선거하다, 뽑다 49 ever
1. 언제든, 아무 때나 2. 지

금까지 3. 늘, 줄곧

20 give a speech 연설하다 50 election 선거

21 appropriate 적절한 51 take a breath 숨을 들이쉬다, 심호흡하다

22 fellow
1. 친구의, 동료의 2. 친구

[녀석], 동료
52 sentence

1. 문장 2. (형의) 선고 3.

(형을) 선고하다

23 run for ~에 입후보하다, 출마하다 53 brief
1. (시간이) 짧은 2. (말·글

이) 간단한

24 even though 비록 ~이지만 54 get to V ~하게 되다

25 concern
1. 고민 2. 관심사 3. 걱정하

다 4. 관련이 있다
55 highly 크게, 매우, 대단히

26 distant 먼, (멀리) 떨어져 있는 56 look forward to
~을 기대하다, 고대하다,

간절히 바라다

27 vote for
~를 뽑다, ~에 (찬성) 투표

를 하다
57 closely 주의 깊게

28 feel proud of ~을 자랑스러워하다 58 overcome 극복하다, 이겨내다

29 a few 약간의, 조금

30 trustworthy 신뢰할 수 있는

영어1 지학사(민찬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