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opular 인기 있는, 유명한 31 blossom 꽃이 피다

2 various 다양한 32 amazed 놀란

3 depending on ~에 따라 33 come back to life 다시 살아나다

4 particular 특정한 34 afterwards 그 후에

5 certain 어떤 35 declare 선포하다, 선언하다

6 completely 완전히 36 dynasty 왕조

7 national flower 나라꽃, 국화 37 such ~ that ... 너무나 ~해서 ...하다

8 behind ~의 뒤에, 이면에 38 appreciation 인정

9 associated with ~와 연관된 39 poem 시(詩)

10 quite 매우 40 celebrate 찬양하다

11 peony 모란, 작약 41 cornflower 수레국화

12 significant 중요한 42 be associated with ~와 연관되어 있다

13 inspire 영감을 주다 43 emperor 황제

14 through the ages 오랫동안 44 battle 전쟁

15 snowy 눈 내리는 45 escape from ~에서 달아나다

16 female 여성 46 on the way to ~로 가는 도중에

17 rule 통치하다, 지배하다 47 wagon 마차

18 empress 황후 48 break down 고장이 나다

19 order 명령하다 49 damage 손상

20 bloom 꽃을 피우다 50 repair 수리하다

21 except for ~을 제외하고 51 delay 지연

22 enrage 격노하게 하다 52 countless 무수한

23 remove 제거하다, 없애다 53 nearby 근처에

24 capital city 수도 54 crown 왕관

25 transport 옮기다 55 suggestion 제안

26 burn 불태우다 56 place 놓다, 두다

27 seemingly 겉보기에 57 be left out 소외되다

28 the following 그 다음의 58 beg O to V O에게 V할 것을 간청하다

29 branch 가지 59 close 끝, 종결

30 surprisingly 놀랍게도 60 century 세기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rown 왕의 직위를 주다 91 drive 쫓아내다

62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92 consider 여기다

63 thistle 엉겅퀴 93 highly 매우

64 go back to ~로 거슬러 올라가다 94 value 가치 있게 여기다

65 rule 통치 95 language 언어

66 the Danes 덴마크인들 96 wonder 궁금하게 여기다

67 the Scots 스코틀랜드인들 97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68 northern 북부 98 prefer A to B B보다 A를 선호하다

69 Danish 덴마크의 99 realize 깨닫다

70 invader 침략자 100 tend to V ~하는 경향이 있다

71 succeed in ~에 성공하다 101 favor 편애하다

72 land 상륙하다 102 complement 보완하다

73 coast 해안 103 personality 성격

74 be encamped 야영하다 104 symbolize 상징하다

75 invasion 침략 105 characteristic 성격

76 undetected 들키지 않은 106 assume 가정하다, 여기다

77 soldier 군인 107 preference 선호

78 creep-crept-crept 기어가다 108 particular 특정한

79 secretly 몰래 109 indicate 나타내다

80 camp 진지, 야영 110 most like ~와 아주 흡사한

81 victory 승리 111 attribute 속성, 특성

82 certain 확실한 112 associated with ~와 연관된

83 shoeless 맨발의 113 in the past 과거에

84 step on ~을 밟다 114 invent 지어내다, 꾸며내다

85 sharp 날카로운 115 secret 비밀의

86 pain 고통 116 language of flower 꽃말

87
awake-awoke-
awoken

깨우다 117 frequently 빈번하게

88 Scottish 스코틀랜드의 118 symbolism 상징

89 such ~ that ... 너무나 ~해서 ...하다 119 popular 인기 있는

90 bravery 용감함, 용기 120 assign 부여하다, 배정하다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even though 비록 ~일지라도 151 generally 일반적으로

122 depending on ~에 따라 152 peaceful 평화로운

123 express 표현하다 153 pursue 추구하다

124 take A seriously A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다 154 perfection 완벽

125 result 결과 155 bring out 끌어내다

126 for fun 재미 삼아 하는 156 behind the times 시대에 뒤떨어진

127 unlike ~와 달리

128 mind ~을 꺼리다

129 actually 사실

130 adapt to ~에 적응하다

131 sensitive 민감한

132 relaxed 느긋한, 여유로운

133 advice 조언

134 aim ~을 목표하다

135 optimistic 낙관적인

136
look on the bright side
of things

사물의 긍정적인 측면을 바

라보다

137 sense of humor 유머감각

138 active 활동적인

139 optimist 낙관주의자

140 make friends 친구를 사귀다

141 describe 묘사하다

142 the life of the party 파티의 활력소

143 genuinely 진정으로

144 light up 밝게 하다

145 artistic 예술적인

146 be good at ~에 능숙한

147 multiple 다수의

148 at the same time 동시에

149 greatness 위대함

150 prefer to V ~하기를 선호하다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5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opular 31 blossom

2 various 32 amazed

3 depending on 33 come back to life

4 particular 34 afterwards

5 certain 35 declare

6 completely 36 dynasty

7 national flower 37 such ~ that ...

8 behind 38 appreciation

9 associated with 39 poem

10 quite 40 celebrate

11 peony 41 cornflower

12 significant 42 be associated with

13 inspire 43 emperor

14 through the ages 44 battle

15 snowy 45 escape from

16 female 46 on the way to

17 rule 47 wagon

18 empress 48 break down

19 order 49 damage

20 bloom 50 repair

21 except for 51 delay

22 enrage 52 countless

23 remove 53 nearby

24 capital city 54 crown

25 transport 55 suggestion

26 burn 56 place

27 seemingly 57 be left out

28 the following 58 beg O to V

29 branch 59 close

30 surprisingly 60 century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rown 91 drive

62 needless to say 92 consider

63 thistle 93 highly

64 go back to 94 value

65 rule 95 language

66 the Danes 96 wonder

67 the Scots 97 favorite

68 northern 98 prefer A to B

69 Danish 99 realize

70 invader 100 tend to V

71 succeed in 101 favor

72 land 102 complement

73 coast 103 personality

74 be encamped 104 symbolize

75 invasion 105 characteristic

76 undetected 106 assume

77 soldier 107 preference

78 creep-crept-crept 108 particular

79 secretly 109 indicate

80 camp 110 most like

81 victory 111 attribute

82 certain 112 associated with

83 shoeless 113 in the past

84 step on 114 invent

85 sharp 115 secret

86 pain 116 language of flower

87
awake-awoke-
awoken

117 frequently

88 Scottish 118 symbolism

89 such ~ that ... 119 popular

90 bravery 120 assign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even though 151 generally

122 depending on 152 peaceful

123 express 153 pursue

124 take A seriously 154 perfection

125 result 155 bring out

126 for fun 156 behind the times

127 unlike

128 mind

129 actually

130 adapt to

131 sensitive

132 relaxed

133 advice

134 aim

135 optimistic

136
look on the bright side
of things

137 sense of humor

138 active

139 optimist

140 make friends

141 describe

142 the life of the party

143 genuinely

144 light up

145 artistic

146 be good at

147 multiple

148 at the same time

149 greatness

150 prefer to V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5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order 31 associated with

2 at the same time 32 the following

3 the Scots 33 sensitive

4 succeed in 34 escape from

5 bravery 35 completely

6 optimist 36 suggestion

7 countless 37 sharp

8 popular 38 bloom

9 behind 39 behind the times

10 crown 40 peony

11 the life of the party 41 frequently

12 wagon 42 active

13 poem 43 realize

14 prefer A to B 44 snowy

15 various 45 creep-crept-crept

16 afterwards 46 peaceful

17 enrage 47 blossom

18 assume 48 celebrate

19 nearby 49 victory

20
awake-awoke-
awoken

50 except for

21 inspire 51 quite

22 the Danes 52 rule

23 soldier 53 seemingly

24 emperor 54 popular

25 remove 55 beg O to V

26 unlike 56 symbolize

27 complement 57 amazed

28 crown 58 be left out

29 express 59 come back to life

30 language 60 certain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5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명령하다 31 ~와 연관된

2 동시에 32 그 다음의

3 스코틀랜드인들 33 민감한

4 ~에 성공하다 34 ~에서 달아나다

5 용감함, 용기 35 완전히

6 낙관주의자 36 제안

7 무수한 37 날카로운

8 인기 있는, 유명한 38 꽃을 피우다

9 ~의 뒤에, 이면에 39 시대에 뒤떨어진

10 왕의 직위를 주다 40 모란, 작약

11 파티의 활력소 41 빈번하게

12 마차 42 활동적인

13 시(詩) 43 깨닫다

14 B보다 A를 선호하다 44 눈 내리는

15 다양한 45 기어가다

16 그 후에 46 평화로운

17 격노하게 하다 47 꽃이 피다

18 가정하다, 여기다 48 찬양하다

19 근처에 49 승리

20 깨우다 50 ~을 제외하고

21 영감을 주다 51 매우

22 덴마크인들 52 통치하다, 지배하다

23 군인 53 겉보기에

24 황제 54 인기 있는

25 제거하다, 없애다 55 O에게 V할 것을 간청하다

26 ~와 달리 56 상징하다

27 보완하다 57 놀란

28 왕관 58 소외되다

29 표현하다 59 다시 살아나다

30 언어 60 어떤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5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order 31 associated with

2 at the same time 32 the following

3 the Scots 33 sensitive

4 succeed in 34 escape from

5 bravery 35 completely

6 낙관주의자 36 제안

7 무수한 37 날카로운

8 인기 있는, 유명한 38 꽃을 피우다

9 ~의 뒤에, 이면에 39 시대에 뒤떨어진

10 왕의 직위를 주다 40 모란, 작약

11 the life of the party 41 frequently

12 wagon 42 active

13 poem 43 realize

14 prefer A to B 44 snowy

15 various 45 creep-crept-crept

16 그 후에 46 평화로운

17 격노하게 하다 47 꽃이 피다

18 가정하다, 여기다 48 찬양하다

19 근처에 49 승리

20 깨우다 50 ~을 제외하고

21 inspire 51 quite

22 the Danes 52 rule

23 soldier 53 seemingly

24 emperor 54 popular

25 remove 55 beg O to V

26 ~와 달리 56 상징하다

27 보완하다 57 놀란

28 왕관 58 소외되다

29 표현하다 59 다시 살아나다

30 언어 60 어떤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5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order 명령하다 31 associated with ~와 연관된

2 at the same time 동시에 32 the following 그 다음의

3 the Scots 스코틀랜드인들 33 sensitive 민감한

4 succeed in ~에 성공하다 34 escape from ~에서 달아나다

5 bravery 용감함, 용기 35 completely 완전히

6 optimist 낙관주의자 36 suggestion 제안

7 countless 무수한 37 sharp 날카로운

8 popular 인기 있는, 유명한 38 bloom 꽃을 피우다

9 behind ~의 뒤에, 이면에 39 behind the times 시대에 뒤떨어진

10 crown 왕의 직위를 주다 40 peony 모란, 작약

11 the life of the party 파티의 활력소 41 frequently 빈번하게

12 wagon 마차 42 active 활동적인

13 poem 시(詩) 43 realize 깨닫다

14 prefer A to B B보다 A를 선호하다 44 snowy 눈 내리는

15 various 다양한 45 creep-crept-crept 기어가다

16 afterwards 그 후에 46 peaceful 평화로운

17 enrage 격노하게 하다 47 blossom 꽃이 피다

18 assume 가정하다, 여기다 48 celebrate 찬양하다

19 nearby 근처에 49 victory 승리

20
awake-awoke-
awoken

깨우다 50 except for ~을 제외하고

21 inspire 영감을 주다 51 quite 매우

22 the Danes 덴마크인들 52 rule 통치하다, 지배하다

23 soldier 군인 53 seemingly 겉보기에

24 emperor 황제 54 popular 인기 있는

25 remove 제거하다, 없애다 55 beg O to V O에게 V할 것을 간청하다

26 unlike ~와 달리 56 symbolize 상징하다

27 complement 보완하다 57 amazed 놀란

28 crown 왕관 58 be left out 소외되다

29 express 표현하다 59 come back to life 다시 살아나다

30 language 언어 60 certain 어떤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