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1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urse 저주 31 injure
~을 다치게 하다, 상처 입

히다

2 grader ~학년생 32 on one’s way home ~가 집으로 오는 길에

3 crime 범죄의 33 reply 답하다, 대답하다

4 dare 감히 ~하다 34 shaky 떨리는, 불안정한

5 pack (짐을) 싸다, 꾸리다, 챙기다 35 coincidence 우연

6 expertise 전문지식, 전문기술 36 take a break 휴식을 취하다

7 ancient 고대의, 아주 오래된 37 refreshments 다과

8 jewelry 보물 38 shortly 곧

9 acquire 획득하다 39 sharp 날카로운

10 belongings 소유물, 재산, 소지품 40 scream 비명

11 generously 친절히, 관대하게 41 rush back 서둘러 돌아가다

12 expert 전문가 42 scan 살펴보다

13 pure 순수한 43 rapidly 빠르게, 재빨리

14 symbol 상징 44 lie 눕다, 누워 있다(자동사)

15 carve 새기다, 조각하다 45 face down 거꾸로, 엎드려

16 comment 논평하다, 견해를 밝히다 46 damp 축축한

17 absolutely 굉장히, 전적으로 47 fortunately 운 좋게도

18 gorgeous 아주 멋진 48 bump 혹, 돌출 부분

19 date back
(역사가) ~ 거슬러 올라가

다 역사가 ~이나 되다
49 sore 아픈, 따가운, 화끈거리는

20 nod (고개를) 끄덕이다 50 smash
강하게 내리치다, 힘껏 치

다, 때려 부수다

21 dynasty 왕조 51 attacker 공격한 사람

22 whisper 속삭이다 52 tear
(잡고 있는 손아귀에서) 빼

내다, 찢다, 뜯다

23 caution 경고, 주의 53 fingerprint 지문

24 curse 저주 54 remark
말하다, 언급하다, 발언하

다

25 possess 소유하다 55 warn 경고하다, 주의를 주다

26 royal 왕의, 왕실의 56 get out of ~에서 나가다, 떠나다

27 outside 외부의, 외적인 57 pick up
1. (수화기를) 들다 2. 태우

다 3. (꽃을) 꺾다

28 misfortune 불운 58 freeze
꼼짝 마라, 얼다, 정지키시

다

29 be made up
(이야기가) 꾸며지다, ~로

구성되다
59 immediately 당장, 지금 바로

30 genuine 진짜의, 진실된 60 commit (범죄를) 저지르다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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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1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knock 노크, 문을 두드리는 소리 91 jail 감옥

62 detective 형사

63 neighborhood 근방, 이웃지역

64 situation 상황

65 wonder
궁금해 하다, 의문을 가지

다

66 close by 인근에, 가까이에

67 wait for ~을 기다리다

68 left-handed 왼손잡이의

69 prove 증명하다, 입증하다

70 shake 고개를 가로 젓다, 흔들다

71 still 여전히

72 have a chance to V ~할 기회를 가지다

73 dry 마른, 건조한

74 complain 불평하다

75 accuse 혐의를 제기하다, 고발하다

76 protest
항의하다, 이의를 제기하

다, 항변하다

77 cease 중단시키다, 멈추다

78 nonsense
터무니없는 것, 말도 안 되

는 짓

79 assure
장담하다, 확인하다, 보장

하다

80 thief 도둑

81 calm 차분한, 침착한

82 lab 실험실

83 get to the bottom of
~의 진상을 규명하다, 원인

을 밝혀내다

84 confidently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

게

85 suspect 용의자

86 declare
1. 선언하다, 선포하다 2.

신고하다

87 no need for ~이 필요 없는

88 further 더, 더 나아가

89 investigation 조사

90 text 문자를 보내다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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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1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urse 31 injure

2 grader 32 on one’s way home

3 crime 33 reply

4 dare 34 shaky

5 pack 35 coincidence

6 expertise 36 take a break

7 ancient 37 refreshments

8 jewelry 38 shortly

9 acquire 39 sharp

10 belongings 40 scream

11 generously 41 rush back

12 expert 42 scan

13 pure 43 rapidly

14 symbol 44 lie

15 carve 45 face down

16 comment 46 damp

17 absolutely 47 fortunately

18 gorgeous 48 bump

19 date back 49 sore

20 nod 50 smash

21 dynasty 51 attacker

22 whisper 52 tear

23 caution 53 fingerprint

24 curse 54 remark

25 possess 55 warn

26 royal 56 get out of

27 outside 57 pick up

28 misfortune 58 freeze

29 be made up 59 immediately

30 genuine 60 commit

영어 동아 (이병민)

https://likasuni.tistory.com/



AR.1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knock 91 jail

62 detective

63 neighborhood

64 situation

65 wonder

66 close by

67 wait for

68 left-handed

69 prove

70 shake

71 still

72 have a chance to V

73 dry

74 complain

75 accuse

76 protest

77 cease

78 nonsense

79 assure

80 thief

81 calm

82 lab

83 get to the bottom of

84 confidently

85 suspect

86 declare

87 no need for

88 further

89 investigation

90 text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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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1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nfidently 31 scan

2 rapidly 32 prove

3 on one’s way home 33 genuine

4 damp 34 shortly

5 investigation 35 rush back

6 jewelry 36 complain

7 knock 37 attacker

8 freeze 38 close by

9 get out of 39 expert

10 caution 40 jail

11 lab 41 smash

12 bump 42 nonsense

13 accuse 43 grader

14 shaky 44 scream

15 situation 45 tear

16 lie 46 carve

17 belongings 47 ancient

18 outside 48 immediately

19 cease 49 sore

20 expertise 50 shake

21 misfortune 51 crime

22 thief 52 symbol

23 assure 53 pure

24 left-handed 54 possess

25 dry 55 date back

26 detective 56 dare

27 pick up 57 neighborhood

28 pack 58 wait for

29 face down 59 be made up

30 coincidence 60 declare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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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1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

게
31 살펴보다

2 빠르게, 재빨리 32 증명하다, 입증하다

3 ~가 집으로 오는 길에 33 진짜의, 진실된

4 축축한 34 곧

5 조사 35 서둘러 돌아가다

6 보물 36 불평하다

7 노크, 문을 두드리는 소리 37 공격한 사람

8
꼼짝 마라, 얼다, 정지키시

다
38 인근에, 가까이에

9 ~에서 나가다, 떠나다 39 전문가

10 경고, 주의 40 감옥

11 실험실 41
강하게 내리치다, 힘껏 치

다, 때려 부수다

12 혹, 돌출 부분 42
터무니없는 것, 말도 안 되

는 짓

13 혐의를 제기하다, 고발하다 43 ~학년생

14 떨리는, 불안정한 44 비명

15 상황 45
(잡고 있는 손아귀에서) 빼

내다, 찢다, 뜯다

16 눕다, 누워 있다(자동사) 46 새기다, 조각하다

17 소유물, 재산, 소지품 47 고대의, 아주 오래된

18 외부의, 외적인 48 당장, 지금 바로

19 중단시키다, 멈추다 49 아픈, 따가운, 화끈거리는

20 전문지식, 전문기술 50 고개를 가로 젓다, 흔들다

21 불운 51 범죄의

22 도둑 52 상징

23
장담하다, 확인하다, 보장

하다
53 순수한

24 왼손잡이의 54 소유하다

25 마른, 건조한 55
(역사가) ~ 거슬러 올라가

다 역사가 ~이나 되다

26 형사 56 감히 ~하다

27
1. (수화기를) 들다 2. 태우

다 3. (꽃을) 꺾다
57 근방, 이웃지역

28 (짐을) 싸다, 꾸리다, 챙기다 58 ~을 기다리다

29 거꾸로, 엎드려 59
(이야기가) 꾸며지다, ~로

구성되다

30 우연 60
1. 선언하다, 선포하다 2.

신고하다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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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1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nfidently 31 scan

2 rapidly 32 prove

3 on one’s way home 33 genuine

4 damp 34 shortly

5 investigation 35 rush back

6 보물 36 불평하다

7 노크, 문을 두드리는 소리 37 공격한 사람

8
꼼짝 마라, 얼다, 정지키시

다
38 인근에, 가까이에

9 ~에서 나가다, 떠나다 39 전문가

10 경고, 주의 40 감옥

11 lab 41 smash

12 bump 42 nonsense

13 accuse 43 grader

14 shaky 44 scream

15 situation 45 tear

16 눕다, 누워 있다(자동사) 46 새기다, 조각하다

17 소유물, 재산, 소지품 47 고대의, 아주 오래된

18 외부의, 외적인 48 당장, 지금 바로

19 중단시키다, 멈추다 49 아픈, 따가운, 화끈거리는

20 전문지식, 전문기술 50 고개를 가로 젓다, 흔들다

21 misfortune 51 crime

22 thief 52 symbol

23 assure 53 pure

24 left-handed 54 possess

25 dry 55 date back

26 형사 56 감히 ~하다

27
1. (수화기를) 들다 2. 태우

다 3. (꽃을) 꺾다
57 근방, 이웃지역

28 (짐을) 싸다, 꾸리다, 챙기다 58 ~을 기다리다

29 거꾸로, 엎드려 59
(이야기가) 꾸며지다, ~로

구성되다

30 우연 60
1. 선언하다, 선포하다 2.

신고하다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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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1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nfidently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

게
31 scan 살펴보다

2 rapidly 빠르게, 재빨리 32 prove 증명하다, 입증하다

3 on one’s way home ~가 집으로 오는 길에 33 genuine 진짜의, 진실된

4 damp 축축한 34 shortly 곧

5 investigation 조사 35 rush back 서둘러 돌아가다

6 jewelry 보물 36 complain 불평하다

7 knock 노크, 문을 두드리는 소리 37 attacker 공격한 사람

8 freeze
꼼짝 마라, 얼다, 정지키시

다
38 close by 인근에, 가까이에

9 get out of ~에서 나가다, 떠나다 39 expert 전문가

10 caution 경고, 주의 40 jail 감옥

11 lab 실험실 41 smash
강하게 내리치다, 힘껏 치

다, 때려 부수다

12 bump 혹, 돌출 부분 42 nonsense
터무니없는 것, 말도 안 되

는 짓

13 accuse 혐의를 제기하다, 고발하다 43 grader ~학년생

14 shaky 떨리는, 불안정한 44 scream 비명

15 situation 상황 45 tear
(잡고 있는 손아귀에서) 빼

내다, 찢다, 뜯다

16 lie 눕다, 누워 있다(자동사) 46 carve 새기다, 조각하다

17 belongings 소유물, 재산, 소지품 47 ancient 고대의, 아주 오래된

18 outside 외부의, 외적인 48 immediately 당장, 지금 바로

19 cease 중단시키다, 멈추다 49 sore 아픈, 따가운, 화끈거리는

20 expertise 전문지식, 전문기술 50 shake 고개를 가로 젓다, 흔들다

21 misfortune 불운 51 crime 범죄의

22 thief 도둑 52 symbol 상징

23 assure
장담하다, 확인하다, 보장

하다
53 pure 순수한

24 left-handed 왼손잡이의 54 possess 소유하다

25 dry 마른, 건조한 55 date back
(역사가) ~ 거슬러 올라가

다 역사가 ~이나 되다

26 detective 형사 56 dare 감히 ~하다

27 pick up
1. (수화기를) 들다 2. 태우

다 3. (꽃을) 꺾다
57 neighborhood 근방, 이웃지역

28 pack (짐을) 싸다, 꾸리다, 챙기다 58 wait for ~을 기다리다

29 face down 거꾸로, 엎드려 59 be made up
(이야기가) 꾸며지다, ~로

구성되다

30 coincidence 우연 60 declare
1. 선언하다, 선포하다 2.

신고하다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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