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how up 등장하다 31 touching 감동적인

2 argument 논쟁, 말다툼 32 go bald 삭발하다, 대머리가 되다

3 used to R
1. ~하곤 했다 2. ~했다(지

금은 아니다)
33 due to ~ 때문에

4 make up with ~와 화해하다 34 have (a) difficulty ~ing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5 in person 직접, 개인적으로 35 adjust to ~에 적응하다, 맞추다

6 bet 내기하다, 단언하다 36 hurt oneself ~ing ~하다가 다치다

7 upcoming 다가오는 37
salesperson-turned-
singer

영업 사원에서 전향된 가수

8 recital
암송, 독주(회), 독창(회), 긴

설명
38 overcome 극복하다

9 nervous 초조한 39 bully 괴롭히다, 괴롭

10 encouragement 격려, 장려 40 suffer 고통 받다, 겪다

11 whenever
1. ~할 때마다 2. 언제 ~하

든지 (상관없이)
41 self-confidence 자신감

12 be in one's place ~의 입장이 되다 42 millions of 수백만의

13 rehearsal 예행연습, 최종연습 43 inner 내적인

14 definitely
명확히, 확실히, 그렇고말

고
44 strength 강점, 강인함

15 make fun of ~를 놀리다 45 on one's way ~가 사는 도중에

16 annoy 짜증나게 하다 46 series 연속, 연속물

17 stay up (till, until) late
늦게 까지 깨어 있다[안 자

다]
47 despite ~에도 불구하고

18 stuff 물건, 물질 48 passion 열정

19 counseling office 상담실 49 enthusiasm 열정

20 be around 주변에 있다 50 towards ~를 향한

21 these days 요즘에는 51 literature 문학

22 make time for ~를 위해 시간을 내다 52 determination 결의, 결심

23 article 기사 53 pursue 추구하다

24 the other 반대쪽의 54 patience 인내, 인내심

25 shave ~ bald ~를 빡빡 깎다 55 from time to time 때때로

26 protest 항의하다 56 be told 듣다

27 not at all 전혀 아니다 57 think outside the box 고정관념 밖에서 생각하다

28 diagnose A with B A를 B로 진단하다 58 easier said than done
행동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

이 쉽다

29 fall out 빠지다, 떨어져나가다 59 perspective 관점

30 self-conscious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

의식이 강한
60 approach(명사) 접근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handle(동사) ~을 다루다, 처리하다 91 struggle with 고심하다, 씨름하다

62 work 효과가 있다 92 frustrated 좌절한

63 following 앞으로 나오게 되는 93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64 weight 무게 94 pot 냄비

65 professor 교수 95 place(동사) ~를 놓다

66 raise 들어 올리다 96 grind-ground-ground 갈다, 빻다

67 various 다양한 97 boil 끓다

68 reply 대답하다 98 turn off 끄다

69 matter(동사) 중요하다 99 hastily 성급하게, 서둘러

70 depend on ~에 의존하다 100 closer 더 자세히

71 fairly 꽤, 상당히 101 shortly after ~하자마자

72 light(형용사) 가벼운 102 peel off (껍질 등을) 벗기다

73 ache 아프다 103 shell 껍질

74 entire 전체의 104 note(동사) 주목하다, 알아차리다

75 likely(부사) 아마도 105 firm(형용사) 단단한, 확고한

76 cramp up 경련이 일어나다 106 take a sip 한모금 마시다

77 , which 그리고 그것은 107 aroma 냄새, 향기

78 force(동사) 강요하다 108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79 eventually 결국 109 explain 설명하다

80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에서 110 object(명사) 사물, 물체

81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111 face(동사) 직면하다

82 for a short while 잠시 동안 112 adversity 역경

83 a bit 약간, 조금 113 react 반응하다

84 all day long 하루 종일 114 weak 약한

85 numb(형용사) 감각이 없는 115 fragile 연약한

86 be incapable of ~할 수 없다 116 harden 굳다, 딱딱해지다

87 else 또 다른, 그 밖의 117 intact 온전한, 다치지 않은

88 until ~할 때까지 118 fragrant 향기로운

89 coffee beans 커피콩 119 flavorful 맛좋은, 풍미 있는

90 complain 불평하다 120 knock 두드리다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respond 반응하다 151 beloved 사랑하는

122 strength 힘 152 probably 아마도

123 though 비록 ~일지라도 153 notice 알아차리다

124 stiff 강인한, 뻣뻣한 154 illness 질병

125 spirit 정신 155 suffer from ~으로 고통 받다

126 circumstance 상황 156 age(동사) 나이 먹다

127 bring about 초래하다 157 through ~를 통해서

128 for the better 더 좋게 158 would like to V ~하고 싶다

129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159 share 공유하다

130 athletic (운동) 육상의 160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131 competition 경쟁, 경기 161 ultimately 결국, 궁극적으로

132 determination 결심, 투지 162 physical 신체적인

133 beat 이기다 163 activity 활동

134 competitor 경쟁자 164 distance 거리

135 whenever ~할 때마다 165 passionate 열정적인

136 crowd(명사) 군중, 대중 166 surround 둘러싸다

137 gather 모이다 167 쌩뚱맞은 those 사람들

138 upon Ving ~하자마자 168 appreciate 감사하다

139 travel 이동하다 169 positive 긍정적인

140 still(형용사) 가만히 있는, 정지해 있는 170 impact 영향

141 calm(형용사) 차분한 171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것은

142 express 표현하다 172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143 sentiment 감정 173 forward 앞쪽으로

144 present(동사) 주다, 제공하다 174 feel down 우울하게 느끼다

145 puzzle(동사) 혼란스럽게하다 175 accept 받아들이다

146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176 acknowledge 인정하다, 인식하다

147 arm in arm 팔짱을 끼고 177 so that ~하기 위해서

148 cross(동사) 건너다 178 backward 뒤쪽으로

149 wave(동사) (손짓으로) 인사하다 179 hardship 고난

150 delighted 기쁜 180 face(동사) 직면하다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1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how up 31 touching

2 argument 32 go bald

3 used to R 33 due to

4 make up with 34 have (a) difficulty ~ing

5 in person 35 adjust to

6 bet 36 hurt oneself ~ing

7 upcoming 37
salesperson-turned-
singer

8 recital 38 overcome

9 nervous 39 bully

10 encouragement 40 suffer

11 whenever 41 self-confidence

12 be in one's place 42 millions of

13 rehearsal 43 inner

14 definitely 44 strength

15 make fun of 45 on one's way

16 annoy 46 series

17 stay up (till, until) late 47 despite

18 stuff 48 passion

19 counseling office 49 enthusiasm

20 be around 50 towards

21 these days 51 literature

22 make time for 52 determination

23 article 53 pursue

24 the other 54 patience

25 shave ~ bald 55 from time to time

26 protest 56 be told

27 not at all 57 think outside the box

28 diagnose A with B 58 easier said than done

29 fall out 59 perspective

30 self-conscious 60 approach(명사)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handle(동사) 91 struggle with

62 work 92 frustrated

63 following 93 take A to B

64 weight 94 pot

65 professor 95 place(동사)

66 raise 96 grind-ground-ground

67 various 97 boil

68 reply 98 turn off

69 matter(동사) 99 hastily

70 depend on 100 closer

71 fairly 101 shortly after

72 light(형용사) 102 peel off

73 ache 103 shell

74 entire 104 note(동사)

75 likely(부사) 105 firm(형용사)

76 cramp up 106 take a sip

77 , which 107 aroma

78 force(동사) 108 try to V

79 eventually 109 explain

80 in each case 110 object(명사)

81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111 face(동사)

82 for a short while 112 adversity

83 a bit 113 react

84 all day long 114 weak

85 numb(형용사) 115 fragile

86 be incapable of 116 harden

87 else 117 intact

88 until 118 fragrant

89 coffee beans 119 flavorful

90 complain 120 knock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respond 151 beloved

122 strength 152 probably

123 though 153 notice

124 stiff 154 illness

125 spirit 155 suffer from

126 circumstance 156 age(동사)

127 bring about 157 through

128 for the better 158 would like to V

129 once upon a time 159 share

130 athletic 160 try to V

131 competition 161 ultimately

132 determination 162 physical

133 beat 163 activity

134 competitor 164 distance

135 whenever 165 passionate

136 crowd(명사) 166 surround

137 gather 167 쌩뚱맞은 those

138 upon Ving 168 appreciate

139 travel 169 positive

140 still(형용사) 170 impact

141 calm(형용사) 171 last but not least

142 express 172 keep Ving

143 sentiment 173 forward

144 present(동사) 174 feel down

145 puzzle(동사) 175 accept

146 between A and B 176 acknowledge

147 arm in arm 177 so that

148 cross(동사) 178 backward

149 wave(동사) 179 hardship

150 delighted 180 face(동사)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1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unseling office 31 adjust to

2 probably 32 cross(동사)

3 depend on 33 travel

4 place(동사) 34 positive

5 peel off 35 annoy

6 surround 36 recital

7 upon Ving 37 for the better

8 bring about 38 wave(동사)

9 likely(부사) 39 in each case

10 express 40 self-confidence

11 be told 41 force(동사)

12 strength 42 show up

13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43 쌩뚱맞은 those

14 literature 44 whenever

15 determination 45 easier said than done

16 go bald 46 calm(형용사)

17 knock 47 sentiment

18 be in one's place 48 light(형용사)

19 until 49 enthusiasm

20 appreciate 50 following

21 protest 51 fairly

22 fragrant 52 still(형용사)

23 used to R 53 raise

24 aroma 54 hurt oneself ~ing

25 bet 55 inner

26 complain 56 have (a) difficulty ~ing

27 determination 57 puzzle(동사)

28 between A and B 58 firm(형용사)

29 all day long 59 the other

30 shave ~ bald 60
salesperson-turned-
singer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1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상담실 31 ~에 적응하다, 맞추다

2 아마도 32 건너다

3 ~에 의존하다 33 이동하다

4 ~를 놓다 34 긍정적인

5 (껍질 등을) 벗기다 35 짜증나게 하다

6 둘러싸다 36
암송, 독주(회), 독창(회), 긴

설명

7 ~하자마자 37 더 좋게

8 초래하다 38 (손짓으로) 인사하다

9 아마도 39 각각의 경우에서

10 표현하다 40 자신감

11 듣다 41 강요하다

12 강점, 강인함 42 등장하다

13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43 사람들

14 문학 44
1. ~할 때마다 2. 언제 ~하

든지 (상관없이)

15 결심, 투지 45
행동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

이 쉽다

16 삭발하다, 대머리가 되다 46 차분한

17 두드리다 47 감정

18 ~의 입장이 되다 48 가벼운

19 ~할 때까지 49 열정

20 감사하다 50 앞으로 나오게 되는

21 항의하다 51 꽤, 상당히

22 향기로운 52 가만히 있는, 정지해 있는

23
1. ~하곤 했다 2. ~했다(지

금은 아니다)
53 들어 올리다

24 냄새, 향기 54 ~하다가 다치다

25 내기하다, 단언하다 55 내적인

26 불평하다 56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7 결의, 결심 57 혼란스럽게하다

28 A와 B 사이에 58 단단한, 확고한

29 하루 종일 59 반대쪽의

30 ~를 빡빡 깎다 60 영업 사원에서 전향된 가수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1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unseling office 31 adjust to

2 probably 32 cross(동사)

3 depend on 33 travel

4 place(동사) 34 positive

5 peel off 35 annoy

6 둘러싸다 36
암송, 독주(회), 독창(회), 긴

설명

7 ~하자마자 37 더 좋게

8 초래하다 38 (손짓으로) 인사하다

9 아마도 39 각각의 경우에서

10 표현하다 40 자신감

11 be told 41 force(동사)

12 strength 42 show up

13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43 쌩뚱맞은 those

14 literature 44 whenever

15 determination 45 easier said than done

16 삭발하다, 대머리가 되다 46 차분한

17 두드리다 47 감정

18 ~의 입장이 되다 48 가벼운

19 ~할 때까지 49 열정

20 감사하다 50 앞으로 나오게 되는

21 protest 51 fairly

22 fragrant 52 still(형용사)

23 used to R 53 raise

24 aroma 54 hurt oneself ~ing

25 bet 55 inner

26 불평하다 56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7 결의, 결심 57 혼란스럽게하다

28 A와 B 사이에 58 단단한, 확고한

29 하루 종일 59 반대쪽의

30 ~를 빡빡 깎다 60 영업 사원에서 전향된 가수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1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unseling office 상담실 31 adjust to ~에 적응하다, 맞추다

2 probably 아마도 32 cross(동사) 건너다

3 depend on ~에 의존하다 33 travel 이동하다

4 place(동사) ~를 놓다 34 positive 긍정적인

5 peel off (껍질 등을) 벗기다 35 annoy 짜증나게 하다

6 surround 둘러싸다 36 recital
암송, 독주(회), 독창(회), 긴

설명

7 upon Ving ~하자마자 37 for the better 더 좋게

8 bring about 초래하다 38 wave(동사) (손짓으로) 인사하다

9 likely(부사) 아마도 39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에서

10 express 표현하다 40 self-confidence 자신감

11 be told 듣다 41 force(동사) 강요하다

12 strength 강점, 강인함 42 show up 등장하다

13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43 쌩뚱맞은 those 사람들

14 literature 문학 44 whenever
1. ~할 때마다 2. 언제 ~하

든지 (상관없이)

15 determination 결심, 투지 45 easier said than done
행동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

이 쉽다

16 go bald 삭발하다, 대머리가 되다 46 calm(형용사) 차분한

17 knock 두드리다 47 sentiment 감정

18 be in one's place ~의 입장이 되다 48 light(형용사) 가벼운

19 until ~할 때까지 49 enthusiasm 열정

20 appreciate 감사하다 50 following 앞으로 나오게 되는

21 protest 항의하다 51 fairly 꽤, 상당히

22 fragrant 향기로운 52 still(형용사) 가만히 있는, 정지해 있는

23 used to R
1. ~하곤 했다 2. ~했다(지

금은 아니다)
53 raise 들어 올리다

24 aroma 냄새, 향기 54 hurt oneself ~ing ~하다가 다치다

25 bet 내기하다, 단언하다 55 inner 내적인

26 complain 불평하다 56 have (a) difficulty ~ing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7 determination 결의, 결심 57 puzzle(동사) 혼란스럽게하다

28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58 firm(형용사) 단단한, 확고한

29 all day long 하루 종일 59 the other 반대쪽의

30 shave ~ bald ~를 빡빡 깎다 60
salesperson-turned-
singer

영업 사원에서 전향된 가수

영어1 비상 홍민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