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ecial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actus 선인장 31 somehow 왠지

2 life-threatening 생명을 위협하는 32 meaningless 의미 없는

3 recall 기억해 내다 33 blow (정신적인) 타격, 충격

4 romance 연애 34 adore 흠모하다, 아주 좋아하다

5 earthen 흙으로 만든 35 look up to ~를 존경하다

6 rare 희귀한 36 admiration 감탄, 존경

7 slight 약간의, 경미한 37 reverence 숭배

8 breeze 산들바람, 미풍 38 childlike 아이 같은, 순진한

9 bride 신부 39 faithful 충실한

10 relax 휴식을 취하다 40 worshipful 믿음이 깊은, 경건한

11 unbutton 단추를 풀다 41 sincere 진실된, 진심의

12 horrible 끔찍한 42 desert 사막

13 recollection 기억 43 absorb 흡수하다

14 run through ~속으로 (빠르게) 퍼지다 44 in return 보답으로

15 bridegroom 신랑 45 remove (옷 등을) 벗다

16 minister 목사 46 native (언어가) 모국어인

17 declare 선언[공표]하다 47 occur to ~에게 생각이 떠오르다

18 official 공식적인 48 saying 속담, 격언

19 figure out ~을 이해하다 49 by chance 우연히

20 miserable 비참한 50 pretend ~인 척하다

21 confidence 자신(감) 51 exaggerate 과장하다

22 disgrace (체면에) 먹칠하다 52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23 vanity 허영, 자만심 53 fluent 유창한

24 ego 자존심, 자만 54 propose 청혼하다

25 armor 갑옷 55 kneel 무릎을 꿇다

26 rag 누더기 56 swear 맹세하다

27 pitiful 초라한 57 victor 승리자

28 aisle 통로 58 delay 지연, 지체

29 altar 제단 59 eagerly 간절히

30 pale 창백한 60 servant 하인

능률 2 영어 (김성곤)



Special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botanical 식물(학)의

62 wound 감정을 상하게 하다

63 greet ~에게 인사하다

64 politely 공손히, 예의 바르게

65 breathlessly 숨을 죽이고

66 gravely 진지하게

67 distant 먼, (사람에게) 거리를 두는

68 grow apart 사이가 멀어지다

69 blame ~을 탓하다, 비난하다

70 ruined 황폐한

71 interrupt 방해하다, 중단시키다

72 reflection 심사숙고

73 crowded (사람들이) 붐비는

74 attend 참석하다

75 reply 대답하다

76 awful 끔찍한

77 familiar 익숙한, 친숙한

78 come by ~을 얻다, 구하다

79 trace 아주 조금, 기미

80 bitter 쓴, 씁쓸한

81 reach out (팔·다리 등을) 뻗다

능률 2 영어 (김성곤)





Special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actus 31 somehow

2 life-threatening 32 meaningless

3 recall 33 blow

4 romance 34 adore

5 earthen 35 look up to

6 rare 36 admiration

7 slight 37 reverence

8 breeze 38 childlike

9 bride 39 faithful

10 relax 40 worshipful

11 unbutton 41 sincere

12 horrible 42 desert

13 recollection 43 absorb

14 run through 44 in return

15 bridegroom 45 remove

16 minister 46 native

17 declare 47 occur to

18 official 48 saying

19 figure out 49 by chance

20 miserable 50 pretend

21 confidence 51 exaggerate

22 disgrace 52 overestimate

23 vanity 53 fluent

24 ego 54 propose

25 armor 55 kneel

26 rag 56 swear

27 pitiful 57 victor

28 aisle 58 delay

29 altar 59 eagerly

30 pale 60 servant

능률 2 영어 (김성곤)



Special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botanical

62 wound

63 greet

64 politely

65 breathlessly

66 gravely

67 distant

68 grow apart

69 blame

70 ruined

71 interrupt

72 reflection

73 crowded

74 attend

75 reply

76 awful

77 familiar

78 come by

79 trace

80 bitter

81 reach out

능률 2 영어 (김성곤)





Special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nfidence 31 delay

2 saying 32 familiar

3 worshipful 33 propose

4 servant 34 crowded

5 bride 35 victor

6 reach out 36 pretend

7 rag 37 vanity

8 admiration 38 fluent

9 awful 39 kneel

10 overestimate 40 life-threatening

11 native 41 miserable

12 recall 42 in return

13 ruined 43 disgrace

14 horrible 44 altar

15 official 45 rare

16 greet 46 swear

17 pitiful 47 bitter

18 sincere 48 armor

19 gravely 49 run through

20 wound 50 exaggerate

21 bridegroom 51 recollection

22 breathlessly 52 blame

23 reverence 53 minister

24 trace 54 blow

25 desert 55 somehow

26 faithful 56 ego

27 romance 57 unbutton

28 adore 58 occur to

29 pale 59 relax

30 eagerly 60 by chance

능률 2 영어 (김성곤)



Special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자신(감) 31 지연, 지체

2 속담, 격언 32 익숙한, 친숙한

3 믿음이 깊은, 경건한 33 청혼하다

4 하인 34 (사람들이) 붐비는

5 신부 35 승리자

6 (팔·다리 등을) 뻗다 36 ~인 척하다

7 누더기 37 허영, 자만심

8 감탄, 존경 38 유창한

9 끔찍한 39 무릎을 꿇다

10 과대평가하다 40 생명을 위협하는

11 (언어가) 모국어인 41 비참한

12 기억해 내다 42 보답으로

13 황폐한 43 (체면에) 먹칠하다

14 끔찍한 44 제단

15 공식적인 45 희귀한

16 ~에게 인사하다 46 맹세하다

17 초라한 47 쓴, 씁쓸한

18 진실된, 진심의 48 갑옷

19 진지하게 49 ~속으로 (빠르게) 퍼지다

20 감정을 상하게 하다 50 과장하다

21 신랑 51 기억

22 숨을 죽이고 52 ~을 탓하다, 비난하다

23 숭배 53 목사

24 아주 조금, 기미 54 (정신적인) 타격, 충격

25 사막 55 왠지

26 충실한 56 자존심, 자만

27 연애 57 단추를 풀다

28 흠모하다, 아주 좋아하다 58 ~에게 생각이 떠오르다

29 창백한 59 휴식을 취하다

30 간절히 60 우연히

능률 2 영어 (김성곤)



Special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nfidence 31 delay

2 saying 32 familiar

3 worshipful 33 propose

4 servant 34 crowded

5 bride 35 victor

6 (팔·다리 등을) 뻗다 36 ~인 척하다

7 누더기 37 허영, 자만심

8 감탄, 존경 38 유창한

9 끔찍한 39 무릎을 꿇다

10 과대평가하다 40 생명을 위협하는

11 native 41 miserable

12 recall 42 in return

13 ruined 43 disgrace

14 horrible 44 altar

15 official 45 rare

16 ~에게 인사하다 46 맹세하다

17 초라한 47 쓴, 씁쓸한

18 진실된, 진심의 48 갑옷

19 진지하게 49 ~속으로 (빠르게) 퍼지다

20 감정을 상하게 하다 50 과장하다

21 bridegroom 51 recollection

22 breathlessly 52 blame

23 reverence 53 minister

24 trace 54 blow

25 desert 55 somehow

26 충실한 56 자존심, 자만

27 연애 57 단추를 풀다

28 흠모하다, 아주 좋아하다 58 ~에게 생각이 떠오르다

29 창백한 59 휴식을 취하다

30 간절히 60 우연히

능률 2 영어 (김성곤)



Special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nfidence 자신(감) 31 delay 지연, 지체

2 saying 속담, 격언 32 familiar 익숙한, 친숙한

3 worshipful 믿음이 깊은, 경건한 33 propose 청혼하다

4 servant 하인 34 crowded (사람들이) 붐비는

5 bride 신부 35 victor 승리자

6 reach out (팔·다리 등을) 뻗다 36 pretend ~인 척하다

7 rag 누더기 37 vanity 허영, 자만심

8 admiration 감탄, 존경 38 fluent 유창한

9 awful 끔찍한 39 kneel 무릎을 꿇다

10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40 life-threatening 생명을 위협하는

11 native (언어가) 모국어인 41 miserable 비참한

12 recall 기억해 내다 42 in return 보답으로

13 ruined 황폐한 43 disgrace (체면에) 먹칠하다

14 horrible 끔찍한 44 altar 제단

15 official 공식적인 45 rare 희귀한

16 greet ~에게 인사하다 46 swear 맹세하다

17 pitiful 초라한 47 bitter 쓴, 씁쓸한

18 sincere 진실된, 진심의 48 armor 갑옷

19 gravely 진지하게 49 run through ~속으로 (빠르게) 퍼지다

20 wound 감정을 상하게 하다 50 exaggerate 과장하다

21 bridegroom 신랑 51 recollection 기억

22 breathlessly 숨을 죽이고 52 blame ~을 탓하다, 비난하다

23 reverence 숭배 53 minister 목사

24 trace 아주 조금, 기미 54 blow (정신적인) 타격, 충격

25 desert 사막 55 somehow 왠지

26 faithful 충실한 56 ego 자존심, 자만

27 romance 연애 57 unbutton 단추를 풀다

28 adore 흠모하다, 아주 좋아하다 58 occur to ~에게 생각이 떠오르다

29 pale 창백한 59 relax 휴식을 취하다

30 eagerly 간절히 60 by chance 우연히

능률 2 영어 (김성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