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ecial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ach 코치 31 grade point average 평점(평균학점)

2 take over ~을 맡다, 인계받다 32 crazy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3 located in ~에 위치한 33 by the way 그나저나, 그런데

4 neighborhood 지역, 동네 34 suit 양복, 정장

5 drop out 중퇴하다 35 treat 대접하다, 대하다

6 end up ~ing 결국 ~하게 되다 36 bounce (공을) 튀기다

7 losing record 패배한 기록 37 don't need to V ~할 필요가 없다

8 several 몇몇의 38 not ~anymore 더는 ~아니다

9 keep ~ing 계속해서 ~하다 39 quit 그만두다

10 blame A for B
B에 대해 A를 탓하다, 비난

하다
40 out of A A밖으로

11 each other 서로 41 gym 체육관

12 find out 알게 되다, 알아내다 42 else 다른, 더, 그밖에

13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43 stay focused 집중하다

14 lack ~가 부족하다 44 realize 깨닫다

15 respect 존중 45 tough 힘든, 어려운

16 come up with ~을 생각해내다 46 off the court 경기장 밖에서

17 ignore 무시하다 47 inspiring 감동적인, 인상적인

18 chat 잡담을 나누다 48 victory 승리

19 maybe 어쩌면 49 crowd 관중, 군중

20 toss (공을) 던지다 50 eventually 결국, 마침내

21 until ~할 때까지 51 decide to V ~하기로 마음먹다

22 abuse 악용하다, 남용하다 52 get back 돌아오다

23 give out 나눠주다 53 rejoin 다시 합류하다

24 contract 계약서 54 push-up 팔굽혀펴기

25 sign 서명하다 55 lap 바퀴(코스를 다 도는 일)

26 honor
(계약한 대로) 이행하다, 존

중하다
56 impossible 불가능한

27 successful 성공적인 57 to go 남아 있는

28 state 명시하다, 진술하다 58 give up 포기하다

29 attend 출석하다, 참석하다 59 struggle 힘들어하다

30 maintain 유지하다 60 triumph 승리하다

영어 1 능률(김성곤)



Special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impressed 감명 받은 91 college 대학

62 go (어떤 상태가) 계속되다 92 graduate from ~을 졸업하다

63 go undefeated 무패를 이어나가다 93 neglect 방치하다, 소홀히 하다

64 for the rest of A A의 나머지 동안 94 take away 빼앗다

65 tournament 대회, 승자진출전 95 be good at ~을 잘하다, 능숙하다

66 discover 알게 되다, 발견하다 96 anger 화나게 하다

67 skip ~을 빼먹다 97 school board 학교운영위원회

68 failing grade 낙제 점수 98 confront ~와 대립하다, 맞서다

69 in front of ~의 앞에서 99 board chairman 운영위원장

70 what's up? 무슨 일이야? 100 consider 심사숙고하다

71 note 쪽지 101 above ~의 위에

72 practice 연습 102 discipline 규율

73 cancel 취소하다 103 it won't be long before ~머지않아 ~할 것이다

74
academic progress
report

학업 성취 보고서 104 despite ~에도 불구하고

75 stay locked 잠겨있다 105 vote 표결하다

76 satisfy 충족(만족)시키다 106 unlock 자물쇠를 열다

77 point 요점, 중요한 사항 107 be about to V
막 ~하려는 참이다, ~하기

직전이다

78 rule 규칙 108 resign 사직하다

79
take responsibility for
A

A에 대해 책임을 지다 109 one last time 마지막으로 한 번

80 behavior 행동 110 shocking 충격적인

81 succeed 성공하다 111 fulfill 이행하다

82 adjust to A A에 적응하다 112 achieve 달성하다

83 promise 약속하다 113 raise 높이다, 올리다

84 in (within) A's power A의 힘이 닿는 한 114 enough to V ~할 정도로 충분히

85 get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115 compete
출전하다, 참가하다, 겨루

다

86 athlete 운동선수 116 state 주(州)

87 deep in thought 깊은 생각에 잠긴 117 fail to V ~하지 못하다

88 principal 교장 118 final 결승전

89 nobody 아무도 ~아니다 119 far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한

90 expect O to V O가 V할 것으로 기대하다 120 belief 믿음

영어 1 능률(김성곤)



Special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A as well as B B뿐만 아니라 A도

122 beyond ~을 넘어선

영어 1 능률(김성곤)



Special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ach 31 grade point average

2 take over 32 crazy

3 located in 33 by the way

4 neighborhood 34 suit

5 drop out 35 treat

6 end up ~ing 36 bounce

7 losing record 37 don't need to V

8 several 38 not ~anymore

9 keep ~ing 39 quit

10 blame A for B 40 out of A

11 each other 41 gym

12 find out 42 else

13 not A but B 43 stay focused

14 lack 44 realize

15 respect 45 tough

16 come up with 46 off the court

17 ignore 47 inspiring

18 chat 48 victory

19 maybe 49 crowd

20 toss 50 eventually

21 until 51 decide to V

22 abuse 52 get back

23 give out 53 rejoin

24 contract 54 push-up

25 sign 55 lap

26 honor 56 impossible

27 successful 57 to go

28 state 58 give up

29 attend 59 struggle

30 maintain 60 triumph

영어 1 능률(김성곤)



Special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impressed 91 college

62 go 92 graduate from

63 go undefeated 93 neglect

64 for the rest of A 94 take away

65 tournament 95 be good at

66 discover 96 anger

67 skip 97 school board

68 failing grade 98 confront

69 in front of 99 board chairman

70 what's up? 100 consider

71 note 101 above

72 practice 102 discipline

73 cancel 103 it won't be long before

74
academic progress
report

104 despite

75 stay locked 105 vote

76 satisfy 106 unlock

77 point 107 be about to V

78 rule 108 resign

79
take responsibility for
A

109 one last time

80 behavior 110 shocking

81 succeed 111 fulfill

82 adjust to A 112 achieve

83 promise 113 raise

84 in (within) A's power 114 enough to V

85 get A to B 115 compete

86 athlete 116 state

87 deep in thought 117 fail to V

88 principal 118 final

89 nobody 119 far more important

90 expect O to V 120 belief

영어 1 능률(김성곤)



Special

English Korean English

121 A as well as B

122 beyond

영어 1 능률(김성곤)



Special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gnore 31 lap

2 out of A 32 raise

3 impressed 33 graduate from

4 tournament 34 chat

5 end up ~ing 35 one last time

6 decide to V 36 vote

7 state 37 confront

8 go undefeated 38 coach

9 principal 39 suit

10 losing record 40 not A but B

11 toss 41 don't need to V

12 practice 42 inspiring

13 abuse 43 skip

14 school board 44 treat

15 neighborhood 45 failing grade

16 adjust to A 46 rule

17 maintain 47 resign

18 take over 48 honor

19 satisfy 49 victory

20 impossible 50 fail to V

21 stay locked 51 find out

22 athlete 52 it won't be long before

23 quit 53 realize

24 shocking 54 state

25 take away 55 succeed

26 off the court 56 tough

27 expect O to V 57 not ~anymore

28 unlock 58 compete

29 attend 59 board chairman

30 neglect 60 eventually

영어 1 능률(김성곤)



Special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무시하다 31 바퀴(코스를 다 도는 일)

2 A밖으로 32 높이다, 올리다

3 감명 받은 33 ~을 졸업하다

4 대회, 승자진출전 34 잡담을 나누다

5 결국 ~하게 되다 35 마지막으로 한 번

6 ~하기로 마음먹다 36 표결하다

7 명시하다, 진술하다 37 ~와 대립하다, 맞서다

8 무패를 이어나가다 38 코치

9 교장 39 양복, 정장

10 패배한 기록 40 A가 아니라 B다

11 (공을) 던지다 41 ~할 필요가 없다

12 연습 42 감동적인, 인상적인

13 악용하다, 남용하다 43 ~을 빼먹다

14 학교운영위원회 44 대접하다, 대하다

15 지역, 동네 45 낙제 점수

16 A에 적응하다 46 규칙

17 유지하다 47 사직하다

18 ~을 맡다, 인계받다 48
(계약한 대로) 이행하다, 존

중하다

19 충족(만족)시키다 49 승리

20 불가능한 50 ~하지 못하다

21 잠겨있다 51 알게 되다, 알아내다

22 운동선수 52 ~머지않아 ~할 것이다

23 그만두다 53 깨닫다

24 충격적인 54 주(州)

25 빼앗다 55 성공하다

26 경기장 밖에서 56 힘든, 어려운

27 O가 V할 것으로 기대하다 57 더는 ~아니다

28 자물쇠를 열다 58
출전하다, 참가하다, 겨루

다

29 출석하다, 참석하다 59 운영위원장

30 방치하다, 소홀히 하다 60 결국, 마침내

영어 1 능률(김성곤)



Special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gnore 31 lap

2 out of A 32 raise

3 impressed 33 graduate from

4 tournament 34 chat

5 end up ~ing 35 one last time

6 ~하기로 마음먹다 36 표결하다

7 명시하다, 진술하다 37 ~와 대립하다, 맞서다

8 무패를 이어나가다 38 코치

9 교장 39 양복, 정장

10 패배한 기록 40 A가 아니라 B다

11 toss 41 don't need to V

12 practice 42 inspiring

13 abuse 43 skip

14 school board 44 treat

15 neighborhood 45 failing grade

16 A에 적응하다 46 규칙

17 유지하다 47 사직하다

18 ~을 맡다, 인계받다 48
(계약한 대로) 이행하다, 존

중하다

19 충족(만족)시키다 49 승리

20 불가능한 50 ~하지 못하다

21 stay locked 51 find out

22 athlete 52 it won't be long before

23 quit 53 realize

24 shocking 54 state

25 take away 55 succeed

26 경기장 밖에서 56 힘든, 어려운

27 O가 V할 것으로 기대하다 57 더는 ~아니다

28 자물쇠를 열다 58
출전하다, 참가하다, 겨루

다

29 출석하다, 참석하다 59 운영위원장

30 방치하다, 소홀히 하다 60 결국, 마침내

영어 1 능률(김성곤)



Special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gnore 무시하다 31 lap 바퀴(코스를 다 도는 일)

2 out of A A밖으로 32 raise 높이다, 올리다

3 impressed 감명 받은 33 graduate from ~을 졸업하다

4 tournament 대회, 승자진출전 34 chat 잡담을 나누다

5 end up ~ing 결국 ~하게 되다 35 one last time 마지막으로 한 번

6 decide to V ~하기로 마음먹다 36 vote 표결하다

7 state 명시하다, 진술하다 37 confront ~와 대립하다, 맞서다

8 go undefeated 무패를 이어나가다 38 coach 코치

9 principal 교장 39 suit 양복, 정장

10 losing record 패배한 기록 40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11 toss (공을) 던지다 41 don't need to V ~할 필요가 없다

12 practice 연습 42 inspiring 감동적인, 인상적인

13 abuse 악용하다, 남용하다 43 skip ~을 빼먹다

14 school board 학교운영위원회 44 treat 대접하다, 대하다

15 neighborhood 지역, 동네 45 failing grade 낙제 점수

16 adjust to A A에 적응하다 46 rule 규칙

17 maintain 유지하다 47 resign 사직하다

18 take over ~을 맡다, 인계받다 48 honor
(계약한 대로) 이행하다, 존

중하다

19 satisfy 충족(만족)시키다 49 victory 승리

20 impossible 불가능한 50 fail to V ~하지 못하다

21 stay locked 잠겨있다 51 find out 알게 되다, 알아내다

22 athlete 운동선수 52 it won't be long before ~머지않아 ~할 것이다

23 quit 그만두다 53 realize 깨닫다

24 shocking 충격적인 54 state 주(州)

25 take away 빼앗다 55 succeed 성공하다

26 off the court 경기장 밖에서 56 tough 힘든, 어려운

27 expect O to V O가 V할 것으로 기대하다 57 not ~anymore 더는 ~아니다

28 unlock 자물쇠를 열다 58 compete
출전하다, 참가하다, 겨루

다

29 attend 출석하다, 참석하다 59 board chairman 운영위원장

30 neglect 방치하다, 소홀히 하다 60 eventually 결국, 마침내

영어 1 능률(김성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