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ierce 격렬한 31 reject 거절하다

2 argument 논쟁, 주장 32 to one’s advantage ~에게 유리하게

3
not ~ anymore[any
longer]

더 이상 ~아닌 33 make it to ~에 이르다, ~에 진출하다

4 argue 논쟁하다, 주장하다 34 prove 입증하다, 입증되다

5 misunderstand 오해하다, 잘못 이해하다 35 doubter
의심하는 사람, 의혹을 품

는 사람

6 apologize 사과하다 36 used to R
1. ~하곤 했다 2. ~했었다

(지금은 아니다)

7 refuse
거절하다, 거부하다, ~하려

않다
37 seek 찾다, 추구하다

8 sincere 진심어린 38 height 높이, 키(신장)

9 apology 사과 39 end up ~ing 결국 ~하다

10 might have p.p. ~했을 지도 모른다 40 emphasize 강조하다

11 somewhere 어딘가에 41 strong point 강점, 장점

12 get ~ back ~를 되찾다 42 get along with ~와 잘 지내다

13 presentation 발표, 제시, 제공 43 quality
품질, 특성, 자질, 양질, 질

좋은, 상류사회의

14 anxiety 불안 44 rather 약간, 좀

15 gain 얻다 45 high-pitched 음정이 높여진

16 confidence 자신감 46 work against ~에 불리하게 작용하다

17 script 손으로 쓴 글, 대본 47 against
~에 대고, ~에 맞서, ~를

배경으로, ~에 불리한(하

18 in advance 미리, 사전에 48 failure 실패

19 generous 관대한 49 succeed in ~에 성공하다

20 encouragement 격려, 장려, 응원 50 avoid 피하다

21 knee 무릎 51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22 frustrated 좌절하게 된, 실망한 52 bitter 괴로운, 쓴

23 have no idea 모르다 53 inventor 발명가

24 distracted
산만해진, 집중하지 못하

는, 괴로운
54 acquire 획득하다, 습득하다

25 concentrate 집중하다 55 patent 특허

26 take notes of ~를 필기하다 56 wizard 마법사

27 board
판자, 칠판, 판지, 식사, 탁

자, 위원회, 배 안, 널을 대
57 from thin air 갑자기 어딘가에서

28 have difficulty ~ing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58 face(동사) 직면하다

29 common 흔한, 평범한, 공통의 59 tremendous 엄청난

30 bother 괴롭히다, 성가시게 하다 60 light bulb (백열) 전구

영어1 YBM 한상호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unlike ~와는 달리 91 brutal 잔혹한, 혹독한

62 average 평균(적인) 92 letdown 실망

63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93 happen to V 우연히 ~하다

64 inevitable 불가피한 94 discover 발견하다

65 process 과정, 절차 95 passion 열정

66 in response to ~에 대한 대답으로 96 talent 재능

67 achieve 성취하다 97 career 직업, 경력

68 repeatedly 반복적으로 98 develop 발전시키다

69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99 editor 편집자

70 motivate 동기를 주다 100 director 총괄자

71 accomplish 성취하다 101 eventually 결국

72 wisdom 지혜 102 end up Ving 결국 ~이 되다

73 spirit 정신 103 elegant 우아한

74 produce 만들어내다 104 seek 찾다

75 publish 발행하다, 출판하다 105 celebrity 유명인사

76 marriage 결혼 106 still(접속부사) 그러나, 그래도

77 divorce 이혼 107 in the end 결국

78 receive 받다 108 perform 수행하다

79 review 리뷰, 평가 109 not necessarily 항상 ~인 것은 아니다

80 hardship 고난 110 lasting 지속적인

81 depth 깊이 111 arrogance 오만, 거만함

82 encourage 용기를 복돋다 112 carelessness 부주의, 경솔

83 improve 향상시키다 113 organization 기관, 조직

84 masterpiece 걸작품 114 encounter (우연히) 마주치다

85 such as ~와 같은 115 disaster 재앙, 재난

86 literature 문학 116 agency 기관, 단체

87 thanks to ~덕분에 117 in charge of ~를 책임지는

88 devote
몰두하다, 헌신하다, 전념

하다
118 explore 탐험하다

89 compete 경쟁하다 119 complete 완성하다

90 quit 그만두다 120 one ~ after another 연달아서

영어1 YBM 한상호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significant 중대한, 중요한 151 after all 결국

122 launch 발사(하다) 152 enable 가능하게 하다

123 manned 유인의(사람이 타고 있는) 153 remark 말하다

124 spacecraft 우주선 154 by Ving ~함으로써

125 land on 착륙하다 155 confront 직면하다, 맞서다

126 astronaut 우주 비행사

127 oxygen 산소

128 explode 폭발하다

129 on one's way to ~로 가는 중

130 entire 전체의

131 crew (탈 것에) 타고 있는 사람

132 rescue 구조하다

133 series 연속, 시리즈

134 self-assured 자신감 있는

135 space shuttle 우주 왕복선

136 orbit 궤도

137 express 표현하다

138 concern 걱정, 관심

139 mechanical 기계적인

140 malfunction 오작동

141 postpone 미루다, 연기하다

142 warning 경고

143 seriously 진지하게, 심각하게

144 break apart 산산조각나다

145 result in ~을 초래하다, 야기하다

146 suffer (고통 등을) 겪다

147 triumph 승리

148 view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149 opposite 반대

150 indispensable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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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ierce 31 reject

2 argument 32 to one’s advantage

3
not ~ anymore[any
longer]

33 make it to

4 argue 34 prove

5 misunderstand 35 doubter

6 apologize 36 used to R

7 refuse 37 seek

8 sincere 38 height

9 apology 39 end up ~ing

10 might have p.p. 40 emphasize

11 somewhere 41 strong point

12 get ~ back 42 get along with

13 presentation 43 quality

14 anxiety 44 rather

15 gain 45 high-pitched

16 confidence 46 work against

17 script 47 against

18 in advance 48 failure

19 generous 49 succeed in

20 encouragement 50 avoid

21 knee 51 nonetheless

22 frustrated 52 bitter

23 have no idea 53 inventor

24 distracted 54 acquire

25 concentrate 55 patent

26 take notes of 56 wizard

27 board 57 from thin air

28 have difficulty ~ing 58 face(동사)

29 common 59 tremendous

30 bother 60 light bulb

영어1 YBM 한상호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unlike 91 brutal

62 average 92 letdown

63 not A but B 93 happen to V

64 inevitable 94 discover

65 process 95 passion

66 in response to 96 talent

67 achieve 97 career

68 repeatedly 98 develop

69 not only A but also B 99 editor

70 motivate 100 director

71 accomplish 101 eventually

72 wisdom 102 end up Ving

73 spirit 103 elegant

74 produce 104 seek

75 publish 105 celebrity

76 marriage 106 still(접속부사)

77 divorce 107 in the end

78 receive 108 perform

79 review 109 not necessarily

80 hardship 110 lasting

81 depth 111 arrogance

82 encourage 112 carelessness

83 improve 113 organization

84 masterpiece 114 encounter

85 such as 115 disaster

86 literature 116 agency

87 thanks to 117 in charge of

88 devote 118 explore

89 compete 119 complete

90 quit 120 one ~ after another

영어1 YBM 한상호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significant 151 after all

122 launch 152 enable

123 manned 153 remark

124 spacecraft 154 by Ving

125 land on 155 confront

126 astronaut

127 oxygen

128 explode

129 on one's way to

130 entire

131 crew

132 rescue

133 series

134 self-assured

135 space shuttle

136 orbit

137 express

138 concern

139 mechanical

140 malfunction

141 postpone

142 warning

143 seriously

144 break apart

145 result in

146 suffer

147 triumph

148 view A as B

149 opposite

150 indispensable

영어1 YBM 한상호



제 1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hanks to 31 nonetheless

2 presentation 32 from thin air

3 high-pitched 33 achieve

4 literature 34 elegant

5 indispensable 35 director

6 perform 36 one ~ after another

7 postpone 37 bitter

8 sincere 38 inventor

9 in response to 39 express

10 oxygen 40 space shuttle

11 rescue 41 get ~ back

12 encourage 42 in charge of

13 compete 43 eventually

14 break apart 44 passion

15 acquire 45 emphasize

16 reject 46 frustrated

17 spirit 47 common

18 produce 48 rather

19 remark 49 inevitable

20 in advance 50 have no idea

21 letdown 51 tremendous

22 concentrate 52 such as

23 arrogance 53 light bulb

24 prove 54 land on

25 orbit 55 not A but B

26 unlike 56 result in

27 masterpiece 57 marriage

28 explore 58 confidence

29 lasting 59 wisdom

30 patent 60 warning

영어1 YBM 한상호



제 1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덕분에 31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발표, 제시, 제공 32 갑자기 어딘가에서

3 음정이 높여진 33 성취하다

4 문학 34 우아한

5 필수적인 35 총괄자

6 수행하다 36 연달아서

7 미루다, 연기하다 37 괴로운, 쓴

8 진심어린 38 발명가

9 ~에 대한 대답으로 39 표현하다

10 산소 40 우주 왕복선

11 구조하다 41 ~를 되찾다

12 용기를 복돋다 42 ~를 책임지는

13 경쟁하다 43 결국

14 산산조각나다 44 열정

15 획득하다, 습득하다 45 강조하다

16 거절하다 46 좌절하게 된, 실망한

17 정신 47 흔한, 평범한, 공통의

18 만들어내다 48 약간, 좀

19 말하다 49 불가피한

20 미리, 사전에 50 모르다

21 실망 51 엄청난

22 집중하다 52 ~와 같은

23 오만, 거만함 53 (백열) 전구

24 입증하다, 입증되다 54 착륙하다

25 궤도 55 A가 아니라 B

26 ~와는 달리 56 ~을 초래하다, 야기하다

27 걸작품 57 결혼

28 탐험하다 58 자신감

29 지속적인 59 지혜

30 특허 60 경고

영어1 YBM 한상호



제 1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hanks to 31 nonetheless

2 presentation 32 from thin air

3 high-pitched 33 achieve

4 literature 34 elegant

5 indispensable 35 director

6 수행하다 36 연달아서

7 미루다, 연기하다 37 괴로운, 쓴

8 진심어린 38 발명가

9 ~에 대한 대답으로 39 표현하다

10 산소 40 우주 왕복선

11 rescue 41 get ~ back

12 encourage 42 in charge of

13 compete 43 eventually

14 break apart 44 passion

15 acquire 45 emphasize

16 거절하다 46 좌절하게 된, 실망한

17 정신 47 흔한, 평범한, 공통의

18 만들어내다 48 약간, 좀

19 말하다 49 불가피한

20 미리, 사전에 50 모르다

21 letdown 51 tremendous

22 concentrate 52 such as

23 arrogance 53 light bulb

24 prove 54 land on

25 orbit 55 not A but B

26 ~와는 달리 56 ~을 초래하다, 야기하다

27 걸작품 57 결혼

28 탐험하다 58 자신감

29 지속적인 59 지혜

30 특허 60 경고

영어1 YBM 한상호



제 1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hanks to ~덕분에 31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2 presentation 발표, 제시, 제공 32 from thin air 갑자기 어딘가에서

3 high-pitched 음정이 높여진 33 achieve 성취하다

4 literature 문학 34 elegant 우아한

5 indispensable 필수적인 35 director 총괄자

6 perform 수행하다 36 one ~ after another 연달아서

7 postpone 미루다, 연기하다 37 bitter 괴로운, 쓴

8 sincere 진심어린 38 inventor 발명가

9 in response to ~에 대한 대답으로 39 express 표현하다

10 oxygen 산소 40 space shuttle 우주 왕복선

11 rescue 구조하다 41 get ~ back ~를 되찾다

12 encourage 용기를 복돋다 42 in charge of ~를 책임지는

13 compete 경쟁하다 43 eventually 결국

14 break apart 산산조각나다 44 passion 열정

15 acquire 획득하다, 습득하다 45 emphasize 강조하다

16 reject 거절하다 46 frustrated 좌절하게 된, 실망한

17 spirit 정신 47 common 흔한, 평범한, 공통의

18 produce 만들어내다 48 rather 약간, 좀

19 remark 말하다 49 inevitable 불가피한

20 in advance 미리, 사전에 50 have no idea 모르다

21 letdown 실망 51 tremendous 엄청난

22 concentrate 집중하다 52 such as ~와 같은

23 arrogance 오만, 거만함 53 light bulb (백열) 전구

24 prove 입증하다, 입증되다 54 land on 착륙하다

25 orbit 궤도 55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26 unlike ~와는 달리 56 result in ~을 초래하다, 야기하다

27 masterpiece 걸작품 57 marriage 결혼

28 explore 탐험하다 58 confidence 자신감

29 lasting 지속적인 59 wisdom 지혜

30 patent 특허 60 warning 경고

영어1 YBM 한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