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ritish 영국의, 영국인 31 fit in 잘 적응하다

2 boarding school 기숙학교 32 look after 돌보다

3 injure 부상을 입히다 33 sweep-swept-swept 쓸다

4 alone 혼자 있는 34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5 feed-fed-fed 먹이를 주다 35 as soon as ~하자마자

6 terrace 테라스 36 if ~인지 아닌지

7 dormitory 기숙사 37 by then 그 때까지

8 the following 뒤에 나오는 것 38 feather 깃털

9 in particular 특히 39 stare at ~를 응시하다

10 shy 수줍어하는 40 further 추가적인

11 frightened 무서운, 두려운 41 encouragement 격려, 고무

12 own(형용사) 자신의 42 without ~없이

13 shadow 그림자 43 movement 움직임

14 struggle
어려움을 겪다, 고군분투하

다
44 arrow 화살

15 after-scholl activities 방과후 활동 45 across ~를 가로질러

16 suit(동사) 어울리다, 적합하다 46 knock 부딪히다, 두드리다

17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닌 47 opposite 반대

18 athletic 건강한, 운동선수 같은 48 opportunity 기회

19 rugby (운동경기) 럭비 49 be familiar with ~와 친근하다

20 involve 포함하다 50 awkward 어색한

21 except ~를 제외하고 51 awe 경외심

22 make fun of ~을 놀리다 52 stroke (수영) 한 번 젓기

23 prepare 준비하다 53 swiftly 신속하게, 빠르게

24 knowledge 지식 54 as though 마치~인 것처럼

25 limited 제한된 55 fireworks 불꽃놀이

26 avoid 피하다 56 display 전시

27 conversation 대화 57 after a while 잠시 후

28 company 교제, 동반 58 astonished 놀란

29 indeed 실제로, 사실 59 shine 반짝이다

30 have trouble Ving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60 seem to V ~처럼 보이다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alive 살아 있는 91 definitely 분명히, 명확히

62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92 confidence 자신감

63 hesitate 주저하다, 망설이다 93 competition 경쟁, 경기

64 dive into ~로 뛰어 들다 94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65 rescue 구조하다 95 acknowledgement 인정, 확인

66 realize 깨닫다 96 genuine 진짜의

67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97 earn 벌다, 얻다

68 magnificently 훌륭하게 98 improve 향상시키다

69 chase (뒤)쫓다 99 lonely 외로운

70 harmony 조화

71 duet 듀엣, 이중주곡

72 take the lead 앞서가다

73 occasionally 가끔씩, 이따금씩

74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

75 almost 거의

76 speechless 말을 잃은

77 suddenly 갑자기

78 become used to N ~하는데 익숙하다

79 talent 재능

80 brilliantly 멋지게, 훌륭하게

81 in fact 사실

82 directly 직접적으로

83 silence 침묵, 고요함

84 correction 교정, 수정

85 all the way 쭉~~

86 extraordinary 놀라운

87 shortly afterward 그 후로 곧

88 emerge 나타나다, 생겨나다

89 ugly duckling 미운 오리 새끼

90 swan 백조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1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ritish 31 fit in

2 boarding school 32 look after

3 injure 33 sweep-swept-swept

4 alone 34 take A to B

5 feed-fed-fed 35 as soon as

6 terrace 36 if

7 dormitory 37 by then

8 the following 38 feather

9 in particular 39 stare at

10 shy 40 further

11 frightened 41 encouragement

12 own(형용사) 42 without

13 shadow 43 movement

14 struggle 44 arrow

15 after-scholl activities 45 across

16 suit(동사) 46 knock

17 neither A nor B 47 opposite

18 athletic 48 opportunity

19 rugby 49 be familiar with

20 involve 50 awkward

21 except 51 awe

22 make fun of 52 stroke

23 prepare 53 swiftly

24 knowledge 54 as though

25 limited 55 fireworks

26 avoid 56 display

27 conversation 57 after a while

28 company 58 astonished

29 indeed 59 shine

30 have trouble Ving 60 seem to V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alive 91 definitely

62 for the first time 92 confidence

63 hesitate 93 competition

64 dive into 94 participate in

65 rescue 95 acknowledgement

66 realize 96 genuine

67 not only A but also B 97 earn

68 magnificently 98 improve

69 chase 99 lonely

70 harmony

71 duet

72 take the lead

73 occasionally

74 so ~ that ~

75 almost

76 speechless

77 suddenly

78 become used to N

79 talent

80 brilliantly

81 in fact

82 directly

83 silence

84 correction

85 all the way

86 extraordinary

87 shortly afterward

88 emerge

89 ugly duckling

90 swan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1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genuine 31 limited

2 awe 32 sweep-swept-swept

3 acknowledgement 33 stare at

4 shortly afterward 34 ugly duckling

5 company 35 stroke

6 take the lead 36 chase

7 British 37 seem to V

8 dormitory 38 alive

9 not only A but also B 39 as though

10 as soon as 40 shy

11 athletic 41 realize

12 frightened 42 after a while

13 suit(동사) 43 correction

14 become used to N 44 own(형용사)

15 in particular 45 improve

16 feather 46 definitely

17 injure 47 magnificently

18 arrow 48 harmony

19 almost 49 make fun of

20 without 50 lonely

21 in fact 51 opportunity

22 involve 52 conversation

23 have trouble Ving 53 encouragement

24 for the first time 54 directly

25 suddenly 55 talent

26 neither A nor B 56 hesitate

27 dive into 57 swan

28 silence 58 speechless

29 confidence 59 fit in

30 participate in 60 terrace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1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진짜의 31 제한된

2 경외심 32 쓸다

3 인정, 확인 33 ~를 응시하다

4 그 후로 곧 34 미운 오리 새끼

5 교제, 동반 35 (수영) 한 번 젓기

6 앞서가다 36 (뒤)쫓다

7 영국의, 영국인 37 ~처럼 보이다

8 기숙사 38 살아 있는

9 A뿐만 아니라 B도 39 마치~인 것처럼

10 ~하자마자 40 수줍어하는

11 건강한, 운동선수 같은 41 깨닫다

12 무서운, 두려운 42 잠시 후

13 어울리다, 적합하다 43 교정, 수정

14 ~하는데 익숙하다 44 자신의

15 특히 45 향상시키다

16 깃털 46 분명히, 명확히

17 부상을 입히다 47 훌륭하게

18 화살 48 조화

19 거의 49 ~을 놀리다

20 ~없이 50 외로운

21 사실 51 기회

22 포함하다 52 대화

23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53 격려, 고무

24 처음으로 54 직접적으로

25 갑자기 55 재능

26 A도 B도 아닌 56 주저하다, 망설이다

27 ~로 뛰어 들다 57 백조

28 침묵, 고요함 58 말을 잃은

29 자신감 59 잘 적응하다

30 ~에 참여하다 60 테라스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1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genuine 31 limited

2 awe 32 sweep-swept-swept

3 acknowledgement 33 stare at

4 shortly afterward 34 ugly duckling

5 company 35 stroke

6 앞서가다 36 (뒤)쫓다

7 영국의, 영국인 37 ~처럼 보이다

8 기숙사 38 살아 있는

9 A뿐만 아니라 B도 39 마치~인 것처럼

10 ~하자마자 40 수줍어하는

11 athletic 41 realize

12 frightened 42 after a while

13 suit(동사) 43 correction

14 become used to N 44 own(형용사)

15 in particular 45 improve

16 깃털 46 분명히, 명확히

17 부상을 입히다 47 훌륭하게

18 화살 48 조화

19 거의 49 ~을 놀리다

20 ~없이 50 외로운

21 in fact 51 opportunity

22 involve 52 conversation

23 have trouble Ving 53 encouragement

24 for the first time 54 directly

25 suddenly 55 talent

26 A도 B도 아닌 56 주저하다, 망설이다

27 ~로 뛰어 들다 57 백조

28 침묵, 고요함 58 말을 잃은

29 자신감 59 잘 적응하다

30 ~에 참여하다 60 테라스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1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genuine 진짜의 31 limited 제한된

2 awe 경외심 32 sweep-swept-swept 쓸다

3 acknowledgement 인정, 확인 33 stare at ~를 응시하다

4 shortly afterward 그 후로 곧 34 ugly duckling 미운 오리 새끼

5 company 교제, 동반 35 stroke (수영) 한 번 젓기

6 take the lead 앞서가다 36 chase (뒤)쫓다

7 British 영국의, 영국인 37 seem to V ~처럼 보이다

8 dormitory 기숙사 38 alive 살아 있는

9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39 as though 마치~인 것처럼

10 as soon as ~하자마자 40 shy 수줍어하는

11 athletic 건강한, 운동선수 같은 41 realize 깨닫다

12 frightened 무서운, 두려운 42 after a while 잠시 후

13 suit(동사) 어울리다, 적합하다 43 correction 교정, 수정

14 become used to N ~하는데 익숙하다 44 own(형용사) 자신의

15 in particular 특히 45 improve 향상시키다

16 feather 깃털 46 definitely 분명히, 명확히

17 injure 부상을 입히다 47 magnificently 훌륭하게

18 arrow 화살 48 harmony 조화

19 almost 거의 49 make fun of ~을 놀리다

20 without ~없이 50 lonely 외로운

21 in fact 사실 51 opportunity 기회

22 involve 포함하다 52 conversation 대화

23 have trouble Ving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53 encouragement 격려, 고무

24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54 directly 직접적으로

25 suddenly 갑자기 55 talent 재능

26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닌 56 hesitate 주저하다, 망설이다

27 dive into ~로 뛰어 들다 57 swan 백조

28 silence 침묵, 고요함 58 speechless 말을 잃은

29 confidence 자신감 59 fit in 잘 적응하다

30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60 terrace 테라스

영어 1 능률(김성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