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vite 초대하다 31 narrow down (폭을) 좁히다

2 the other day (과거의) 어느 날 32 explore 탐험하다

3 perform 수행하다 33 occupation 직업

4 card trick 카드 마술 34 based on ~에 기초를 두고

5 huge 엄청난 35 each 각각의

6 audience 청중, 시청자 36 in order to V ~하기 위해서

7 envious 부러워하는 37 educational 교육적인

8 professional 전문적인 38 requirement 요구조건, 필수사항

9 almost 거의 39 outlook 전망

10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40 earnings 소득, 벌이

11 practice 연습하다 41 potential 잠재력

12 until ~할 때까지 42 eliminate 제거하다

13 set one's mind 마음을 정하다 43 no longer 더 이상 ~가 아닌

14 psychology 심리학 44 at this point 이 시점에서

15 basically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45 gather 모으다

16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46 in-depth 상세한, 깊이 있는

17 why don't you ~하는 게 어때? 47 first-hand 직접적인

18 career 직업, 경력 48 knowledge 지식

19 development 개발 49 identify 확인하다

20 receive 받다 50 conduct 수행하다

21 troubleshooter (문제) 해결사 51
job-shadowing
program

직업 체험 프로그램

22 assess 평가하다 52 get involved in ~에 관여하다

23 personality 성격 53 various 다양한

24 suitable 적절한 54 activity 활동

25 less 더 적은, 덜 55 unfold 밝히다, 펼치다

26 appropriate 적절한 56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27 self-assessment 자기 평가 57 in person 직접, 몸소

28 available 이용가능한 58 latest 최신식의

29 result 결과 59 equipment 장비

30 clear 명확한, 분명한 60 complexity 복잡성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explanation 설명 91 crisp 아삭아삭한

62 explain 설명하다 92 improperly 부적절하게

63 arrange 편곡하다 93 store(동사) 저장하다

64 edit 편집하다 94 actual 실질적인

65 more than ~이상 95 lightly 가볍게

66 sound like ~처럼 들리다 96 roof 천장, 지붕

67 foreign 외국의 97 melt 녹다

68 head(동사) ~를 향해가다 98 breathe out 숨을 내쉬다

69 recording booth 녹음실 99 texture 질감

70 composer 작곡가 100 objective(형용사) 객관적인

71 technician 기술자 101 lively 생생한

72 next to ~옆에 102 so that ~하기 위해서

73 it takes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103 average 평균(적인)

74 repeat 반복하다 104 affect 영향을 주다

75 line 가사, 소절 105 as soon as ~하자마자

76 exhausted 지친, 녹초가 된 106 spit out 뱉다

77 cheer up 격려하다 107 for a while 잠시 동안

78 occasional 이따금씩의, 가끔의 108 those who ~하는 사람들

79 realize 깨닫다 109 keen 날카로운

80 require 요구하다 110 observation 관찰

81 patience 인내심 111 concept 개념

82 on top of ~외에 112 chemistry 화학

83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113 degree 학위

84 evaluate 평가하다, 측정하다 114 recommend 추천하다

85 quality 질, 특징

86 tell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87 faulty 흠이 있는, 불완전한

88 evaluation 평가

89 process 과정, 절차

90 if ~인지 아닌지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1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vite 31 narrow down

2 the other day 32 explore

3 perform 33 occupation

4 card trick 34 based on

5 huge 35 each

6 audience 36 in order to V

7 envious 37 educational

8 professional 38 requirement

9 almost 39 outlook

10 keep Ving 40 earnings

11 practice 41 potential

12 until 42 eliminate

13 set one's mind 43 no longer

14 psychology 44 at this point

15 basically 45 gather

16 deal with 46 in-depth

17 why don't you 47 first-hand

18 career 48 knowledge

19 development 49 identify

20 receive 50 conduct

21 troubleshooter 51
job-shadowing
program

22 assess 52 get involved in

23 personality 53 various

24 suitable 54 activity

25 less 55 unfold

26 appropriate 56 not only A but also B

27 self-assessment 57 in person

28 available 58 latest

29 result 59 equipment

30 clear 60 complexity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explanation 91 crisp

62 explain 92 improperly

63 arrange 93 store(동사)

64 edit 94 actual

65 more than 95 lightly

66 sound like 96 roof

67 foreign 97 melt

68 head(동사) 98 breathe out

69 recording booth 99 texture

70 composer 100 objective(형용사)

71 technician 101 lively

72 next to 102 so that

73 it takes 103 average

74 repeat 104 affect

75 line 105 as soon as

76 exhausted 106 spit out

77 cheer up 107 for a while

78 occasional 108 those who

79 realize 109 keen

80 require 110 observation

81 patience 111 concept

82 on top of 112 chemistry

83 come up with 113 degree

84 evaluate 114 recommend

85 quality

86 tell A from B

87 faulty

88 evaluation

89 process

90 if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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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arnings 31 practice

2 on top of 32 knowledge

3 less 33 chemistry

4 clear 34 equipment

5 gather 35 as soon as

6 average 36 the other day

7 conduct 37 it takes

8 psychology 38 faulty

9 head(동사) 39 keen

10 personality 40 observation

11 affect 41 technician

12 available 42 realize

13 evaluate 43 breathe out

14 perform 44 come up with

15 invite 45 professional

16 almost 46 if

17 until 47 crisp

18 huge 48 actual

19 quality 49 line

20 outlook 50 identify

21 narrow down 51 not only A but also B

22 envious 52 foreign

23 more than 53 eliminate

24 lightly 54 self-assessment

25 so that 55 educational

26 degree 56 those who

27 in person 57 edit

28 cheer up 58 career

29 roof 59 repeat

30 objective(형용사) 60 activity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1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소득, 벌이 31 연습하다

2 ~외에 32 지식

3 더 적은, 덜 33 화학

4 명확한, 분명한 34 장비

5 모으다 35 ~하자마자

6 평균(적인) 36 (과거의) 어느 날

7 수행하다 37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8 심리학 38 흠이 있는, 불완전한

9 ~를 향해가다 39 날카로운

10 성격 40 관찰

11 영향을 주다 41 기술자

12 이용가능한 42 깨닫다

13 평가하다, 측정하다 43 숨을 내쉬다

14 수행하다 44 생각해내다

15 초대하다 45 전문적인

16 거의 46 ~인지 아닌지

17 ~할 때까지 47 아삭아삭한

18 엄청난 48 실질적인

19 질, 특징 49 가사, 소절

20 전망 50 확인하다

21 (폭을) 좁히다 51 A뿐만 아니라 B도

22 부러워하는 52 외국의

23 ~이상 53 제거하다

24 가볍게 54 자기 평가

25 ~하기 위해서 55 교육적인

26 학위 56 ~하는 사람들

27 직접, 몸소 57 편집하다

28 격려하다 58 직업, 경력

29 천장, 지붕 59 반복하다

30 객관적인 60 활동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1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arnings 31 practice

2 on top of 32 knowledge

3 less 33 chemistry

4 clear 34 equipment

5 gather 35 as soon as

6 평균(적인) 36 (과거의) 어느 날

7 수행하다 37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8 심리학 38 흠이 있는, 불완전한

9 ~를 향해가다 39 날카로운

10 성격 40 관찰

11 affect 41 technician

12 available 42 realize

13 evaluate 43 breathe out

14 perform 44 come up with

15 invite 45 professional

16 거의 46 ~인지 아닌지

17 ~할 때까지 47 아삭아삭한

18 엄청난 48 실질적인

19 질, 특징 49 가사, 소절

20 전망 50 확인하다

21 narrow down 51 not only A but also B

22 envious 52 foreign

23 more than 53 eliminate

24 lightly 54 self-assessment

25 so that 55 educational

26 학위 56 ~하는 사람들

27 직접, 몸소 57 편집하다

28 격려하다 58 직업, 경력

29 천장, 지붕 59 반복하다

30 객관적인 60 활동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1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arnings 소득, 벌이 31 practice 연습하다

2 on top of ~외에 32 knowledge 지식

3 less 더 적은, 덜 33 chemistry 화학

4 clear 명확한, 분명한 34 equipment 장비

5 gather 모으다 35 as soon as ~하자마자

6 average 평균(적인) 36 the other day (과거의) 어느 날

7 conduct 수행하다 37 it takes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8 psychology 심리학 38 faulty 흠이 있는, 불완전한

9 head(동사) ~를 향해가다 39 keen 날카로운

10 personality 성격 40 observation 관찰

11 affect 영향을 주다 41 technician 기술자

12 available 이용가능한 42 realize 깨닫다

13 evaluate 평가하다, 측정하다 43 breathe out 숨을 내쉬다

14 perform 수행하다 44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15 invite 초대하다 45 professional 전문적인

16 almost 거의 46 if ~인지 아닌지

17 until ~할 때까지 47 crisp 아삭아삭한

18 huge 엄청난 48 actual 실질적인

19 quality 질, 특징 49 line 가사, 소절

20 outlook 전망 50 identify 확인하다

21 narrow down (폭을) 좁히다 51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22 envious 부러워하는 52 foreign 외국의

23 more than ~이상 53 eliminate 제거하다

24 lightly 가볍게 54 self-assessment 자기 평가

25 so that ~하기 위해서 55 educational 교육적인

26 degree 학위 56 those who ~하는 사람들

27 in person 직접, 몸소 57 edit 편집하다

28 cheer up 격려하다 58 career 직업, 경력

29 roof 천장, 지붕 59 repeat 반복하다

30 objective(형용사) 객관적인 60 activity 활동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