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truggle 투쟁하다 31 pimple 여드름

2 freshman 신입생 32 grow out 없어지다

3 tough 어려운, 힘든 33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4 tip 조언 34 cover up 감추다

5 celebrity 유명인사 35 asset 자산

6 focus on ~에 집중하다 36 make a mistake 실수하다

7 balance 균형 37 recommend 제안하다

8 quantity 양 38 pay attention in class 수업시간에 집중하다

9 end up 결국~이 되다 39 argument 말다툼

10 negative 부정적인 40 make up 화해하다

11 friendship 우정 41 concern 걱정, 관심

12 strength 힘 42 strength 힘

13 present 현재의, 선물, 주다 43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진심으로

14 moment 순간 44 on behalf of ~을 대신하여

15 precious 귀중한, 소중한 45 faculty 교수진

16 proverb 속담 46 build up 불러일으키다

17 look into 조사하다 47 confidence 자신감

18 condition 조건 48 self-esteem 자존감

19 action 행동, 조치 49 work on ~에 애쓰다

20 achieve 성취하다 50 emphasize 강조하다

21 take action ~를 행동에 옮기다 51 convey 나르다

22 go through 살펴보다, 겪다 52 period 기간

23 attitude 태도, 사고방식 53 perspective 관점

24 sprit 정신 54 broaden 넓히다

25 challenging 도전

26 look forward to ~을 기대하다

27 occasionally 가끔

28 positively 긍정적으로

29 put off 연기하다

30 feel proud of ~을 자랑스러워하다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1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truggle 31 pimple

2 freshman 32 grow out

3 tough 33 incredible

4 tip 34 cover up

5 celebrity 35 asset

6 focus on 36 make a mistake

7 balance 37 recommend

8 quantity 38 pay attention in class

9 end up 39 argument

10 negative 40 make up

11 friendship 41 concern

12 strength 42 strength

13 present 43
from the bottom of my
heart

14 moment 44 on behalf of

15 precious 45 faculty

16 proverb 46 build up

17 look into 47 confidence

18 condition 48 self-esteem

19 action 49 work on

20 achieve 50 emphasize

21 take action 51 convey

22 go through 52 period

23 attitude 53 perspective

24 sprit 54 broaden

25 challenging

26 look forward to

27 occasionally

28 positively

29 put off

30 feel proud of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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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uild up 31 make up

2 take action 32 celebrity

3 emphasize 33 convey

4 proverb 34 end up

5 incredible 35 negative

6 perspective 36 present

7 look into 37 positively

8 tough 38 quantity

9 struggle 39 broaden

10 strength 40 precious

11 freshman 41 tip

12 pimple 42 on behalf of

13 action 43 go through

14 challenging 44 asset

15 strength 45 faculty

16 pay attention in class 46 concern

17 look forward to 47 achieve

18 confidence 48 condition

19 feel proud of 49 sprit

20 moment 50 self-esteem

21 make a mistake 51 period

22 occasionally 52 focus on

23 grow out 53 balance

24 recommend 54 put off

25
from the bottom of my
heart

26 friendship

27 cover up

28 argument

29 attitude

30 work on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1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불러일으키다 31 화해하다

2 ~를 행동에 옮기다 32 유명인사

3 강조하다 33 나르다

4 속담 34 결국~이 되다

5 믿을 수 없는 35 부정적인

6 관점 36 현재의, 선물, 주다

7 조사하다 37 긍정적으로

8 어려운, 힘든 38 양

9 투쟁하다 39 넓히다

10 힘 40 귀중한, 소중한

11 신입생 41 조언

12 여드름 42 ~을 대신하여

13 행동, 조치 43 살펴보다, 겪다

14 도전 44 자산

15 힘 45 교수진

16 수업시간에 집중하다 46 걱정, 관심

17 ~을 기대하다 47 성취하다

18 자신감 48 조건

19 ~을 자랑스러워하다 49 정신

20 순간 50 자존감

21 실수하다 51 기간

22 가끔 52 ~에 집중하다

23 없어지다 53 균형

24 제안하다 54 연기하다

25 진심으로

26 우정

27 감추다

28 말다툼

29 태도, 사고방식

30 ~에 애쓰다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1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uild up 31 make up

2 take action 32 celebrity

3 emphasize 33 convey

4 proverb 34 end up

5 incredible 35 negative

6 관점 36 현재의, 선물, 주다

7 조사하다 37 긍정적으로

8 어려운, 힘든 38 양

9 투쟁하다 39 넓히다

10 힘 40 귀중한, 소중한

11 freshman 41 tip

12 pimple 42 on behalf of

13 action 43 go through

14 challenging 44 asset

15 strength 45 faculty

16 수업시간에 집중하다 46 걱정, 관심

17 ~을 기대하다 47 성취하다

18 자신감 48 조건

19 ~을 자랑스러워하다 49 정신

20 순간 50 자존감

21 make a mistake 51 period

22 occasionally 52 focus on

23 grow out 53 balance

24 recommend 54 put off

25
from the bottom of my
heart

26 우정

27 감추다

28 말다툼

29 태도, 사고방식

30 ~에 애쓰다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1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uild up 불러일으키다 31 make up 화해하다

2 take action ~를 행동에 옮기다 32 celebrity 유명인사

3 emphasize 강조하다 33 convey 나르다

4 proverb 속담 34 end up 결국~이 되다

5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35 negative 부정적인

6 perspective 관점 36 present 현재의, 선물, 주다

7 look into 조사하다 37 positively 긍정적으로

8 tough 어려운, 힘든 38 quantity 양

9 struggle 투쟁하다 39 broaden 넓히다

10 strength 힘 40 precious 귀중한, 소중한

11 freshman 신입생 41 tip 조언

12 pimple 여드름 42 on behalf of ~을 대신하여

13 action 행동, 조치 43 go through 살펴보다, 겪다

14 challenging 도전 44 asset 자산

15 strength 힘 45 faculty 교수진

16 pay attention in class 수업시간에 집중하다 46 concern 걱정, 관심

17 look forward to ~을 기대하다 47 achieve 성취하다

18 confidence 자신감 48 condition 조건

19 feel proud of ~을 자랑스러워하다 49 sprit 정신

20 moment 순간 50 self-esteem 자존감

21 make a mistake 실수하다 51 period 기간

22 occasionally 가끔 52 focus on ~에 집중하다

23 grow out 없어지다 53 balance 균형

24 recommend 제안하다 54 put off 연기하다

25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진심으로

26 friendship 우정

27 cover up 감추다

28 argument 말다툼

29 attitude 태도, 사고방식

30 work on ~에 애쓰다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