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ellist 첼로 연주자 31 helpless 무기력한

2 if ~인지 아닌지 32 uncertainty 불확실성

3 shell(동사) 폭격하다 33 beloved 사랑받는

4 professional 전문적인 34 plunge (갑자기) 빠지다

5 former 이전의 35 chaos 혼돈, 혼란

6 ground zero 시작점, 중심점 36 come to pass 발생하다

7 conflict 충돌 37 take notice 주목하다

8 transform 변형하다 38 determine 결정하다

9 into
(변화의 결과 전치사) ~으

로
39 formal wear 정장

10 hell 지옥 40 as though 마치~인 것처럼

11 sniper fire 저격 포화 41 performance 공연

12 bombardment 포격, 폭격 42 rubble
(허물어진 건물의) 돌무더

기

13 nearby 근처에 있는 43 bombing 폭격

14 overlook 내려다보다 44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15 rain down 쏟아지다 45 consecutive 연속적인

16 terrified 무서워하는 46 honor(동사) 기리다, 존경하다

17 siege 포위작전 47 victim 희생자

18 warning 경고 48 musical piece 악곡

19 shell(명사) 포탄, 폭탄 49 composer 작곡가

20 explode 폭발하다 50 Allies (1,2차대전 때) 연합군

21 in the midst of ~의 한 가운데에 51 bomb(동사) 폭격하다

22 crowd(명사) 군중, 대중 52 fearsome 무시무시한

23 shake-shook-shaken 흔들리다 53 bomber 폭격기

24 blast 폭발 54 more than ~이상

25 smoke 연기 55 completely 완전히

26 scene 장면 56 nearly 거의

27 horror 공포 57 square kilometer 평방 킬로미터

28 lie-lay-lain 눕다; 놓여있다 58 fragment 조각

29 strike 치다, 공격하다 59 composition 작곡

30 very(형용사) 바로 그 60 note 음표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5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ompose 작곡하다

62 tranquil 고요한, 조용한

63 day after day 매일 매일

64 be known as ~로서 알려지다

65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66 be known for ~때문에 알려지다

67 funeral 장례식

68 , which 그리고 그것은

69 extremely 극도로

70 gathering 모임

71 dedicate 바치다, 헌신하다

72 courageous 용기있는

73 deal with 다루다, 대처하다

74 tragedy 비극

75 inspire 영감을 주다

76 embrace 안다, 포옹하다

77 various 다양한

78 folk song 민요, 포크송

79 career 직업, 경력

80 conduct 연주하다

81 collaborate 공동으로 일하다, 협력하다

82 perseverance 인내

83 violence 폭력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5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ellist 31 helpless

2 if 32 uncertainty

3 shell(동사) 33 beloved

4 professional 34 plunge

5 former 35 chaos

6 ground zero 36 come to pass

7 conflict 37 take notice

8 transform 38 determine

9 into 39 formal wear

10 hell 40 as though

11 sniper fire 41 performance

12 bombardment 42 rubble

13 nearby 43 bombing

14 overlook 44 take place

15 rain down 45 consecutive

16 terrified 46 honor(동사)

17 siege 47 victim

18 warning 48 musical piece

19 shell(명사) 49 composer

20 explode 50 Allies

21 in the midst of 51 bomb(동사)

22 crowd(명사) 52 fearsome

23 shake-shook-shaken 53 bomber

24 blast 54 more than

25 smoke 55 completely

26 scene 56 nearly

27 horror 57 square kilometer

28 lie-lay-lain 58 fragment

29 strike 59 composition

30 very(형용사) 60 note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5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ompose

62 tranquil

63 day after day

64 be known as

65 not only A but also B

66 be known for

67 funeral

68 , which

69 extremely

70 gathering

71 dedicate

72 courageous

73 deal with

74 tragedy

75 inspire

76 embrace

77 various

78 folk song

79 career

80 conduct

81 collaborate

82 perseverance

83 violence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5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ormer 31 take notice

2 strike 32 in the midst of

3 bombardment 33 career

4 as though 34 musical piece

5 horror 35 lie-lay-lain

6 Allies 36 into

7 plunge 37 deal with

8 bomber 38 shake-shook-shaken

9 embrace 39 conflict

10 cellist 40 smoke

11 warning 41 not only A but also B

12 note 42 , which

13 courageous 43 fragment

14 very(형용사) 44 dedicate

15 more than 45 violence

16 square kilometer 46 tragedy

17 crowd(명사) 47 folk song

18 helpless 48 scene

19 sniper fire 49 beloved

20 bombing 50 shell(동사)

21 victim 51 rubble

22 completely 52 be known as

23 formal wear 53 determine

24 conduct 54 honor(동사)

25 nearly 55 shell(명사)

26 inspire 56 professional

27 if 57 siege

28 composer 58 funeral

29 take place 59 be known for

30 transform 60 terrified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5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이전의 31 주목하다

2 치다, 공격하다 32 ~의 한 가운데에

3 포격, 폭격 33 직업, 경력

4 마치~인 것처럼 34 악곡

5 공포 35 눕다; 놓여있다

6 (1,2차대전 때) 연합군 36
(변화의 결과 전치사) ~으

로

7 (갑자기) 빠지다 37 다루다, 대처하다

8 폭격기 38 흔들리다

9 안다, 포옹하다 39 충돌

10 첼로 연주자 40 연기

11 경고 41 A뿐만 아니라 B도

12 음표 42 그리고 그것은

13 용기있는 43 조각

14 바로 그 44 바치다, 헌신하다

15 ~이상 45 폭력

16 평방 킬로미터 46 비극

17 군중, 대중 47 민요, 포크송

18 무기력한 48 장면

19 저격 포화 49 사랑받는

20 폭격 50 폭격하다

21 희생자 51
(허물어진 건물의) 돌무더

기

22 완전히 52 ~로서 알려지다

23 정장 53 결정하다

24 연주하다 54 기리다, 존경하다

25 거의 55 포탄, 폭탄

26 영감을 주다 56 전문적인

27 ~인지 아닌지 57 포위작전

28 작곡가 58 장례식

29 일어나다, 발생하다 59 ~때문에 알려지다

30 변형하다 60 무서워하는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5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ormer 31 take notice

2 strike 32 in the midst of

3 bombardment 33 career

4 as though 34 musical piece

5 horror 35 lie-lay-lain

6 (1,2차대전 때) 연합군 36
(변화의 결과 전치사) ~으

로

7 (갑자기) 빠지다 37 다루다, 대처하다

8 폭격기 38 흔들리다

9 안다, 포옹하다 39 충돌

10 첼로 연주자 40 연기

11 warning 41 not only A but also B

12 note 42 , which

13 courageous 43 fragment

14 very(형용사) 44 dedicate

15 more than 45 violence

16 평방 킬로미터 46 비극

17 군중, 대중 47 민요, 포크송

18 무기력한 48 장면

19 저격 포화 49 사랑받는

20 폭격 50 폭격하다

21 victim 51 rubble

22 completely 52 be known as

23 formal wear 53 determine

24 conduct 54 honor(동사)

25 nearly 55 shell(명사)

26 영감을 주다 56 전문적인

27 ~인지 아닌지 57 포위작전

28 작곡가 58 장례식

29 일어나다, 발생하다 59 ~때문에 알려지다

30 변형하다 60 무서워하는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5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ormer 이전의 31 take notice 주목하다

2 strike 치다, 공격하다 32 in the midst of ~의 한 가운데에

3 bombardment 포격, 폭격 33 career 직업, 경력

4 as though 마치~인 것처럼 34 musical piece 악곡

5 horror 공포 35 lie-lay-lain 눕다; 놓여있다

6 Allies (1,2차대전 때) 연합군 36 into
(변화의 결과 전치사) ~으

로

7 plunge (갑자기) 빠지다 37 deal with 다루다, 대처하다

8 bomber 폭격기 38 shake-shook-shaken 흔들리다

9 embrace 안다, 포옹하다 39 conflict 충돌

10 cellist 첼로 연주자 40 smoke 연기

11 warning 경고 41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12 note 음표 42 , which 그리고 그것은

13 courageous 용기있는 43 fragment 조각

14 very(형용사) 바로 그 44 dedicate 바치다, 헌신하다

15 more than ~이상 45 violence 폭력

16 square kilometer 평방 킬로미터 46 tragedy 비극

17 crowd(명사) 군중, 대중 47 folk song 민요, 포크송

18 helpless 무기력한 48 scene 장면

19 sniper fire 저격 포화 49 beloved 사랑받는

20 bombing 폭격 50 shell(동사) 폭격하다

21 victim 희생자 51 rubble
(허물어진 건물의) 돌무더

기

22 completely 완전히 52 be known as ~로서 알려지다

23 formal wear 정장 53 determine 결정하다

24 conduct 연주하다 54 honor(동사) 기리다, 존경하다

25 nearly 거의 55 shell(명사) 포탄, 폭탄

26 inspire 영감을 주다 56 professional 전문적인

27 if ~인지 아닌지 57 siege 포위작전

28 composer 작곡가 58 funeral 장례식

29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59 be known for ~때문에 알려지다

30 transform 변형하다 60 terrified 무서워하는

영어 1 다락원(김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