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andle(동사) ~을 다루다 31 enemy 적

2 hater 싫어하는 사람 32 opinion 의견

3 get along with 사이 좋게 지내다 33 ask for ~을 요청하다

4 have difficulty V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34 favor(명사) 호의

5 argue 언쟁하다 35 lend 빌려주다

6 situation 상황 36 rare 드문

7 leave + O + O.C O를 O.C 상태로 남기다 37 valuable 소중한, 가치 있는

8 wonder 궁금해하다 38 immediately 즉시

9 ignore 무시하다 39 eventually 결국

10 extra 추가로 40 remain ~한 상태로 남다

11 stand up to 맞서다, 저항하다 41 the rest 나머지

12 confused 혼란스러운 42 autobiography 자서전

13 politician 정치인 43 explain 설명하다

14 inventor 발명가 44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15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45 by Ving ~함으로써

16 more than ~이상 46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17 not just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47 phenomenon 현상

18 politics 정치, 정치학 48 be known as ~로서 알려지다

19 ability 능력 49 effect 효과

20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50 commonly 흔하게

21 serve as ~로 역할을 하다 51 connection 연결

22 representative(명사) 대표 52 effective 효율적인

23 opponent 상대방, 적수 53 psychologist 심리학자

24 speech 연설 54 perform 수행하다

25 criticize 비난하다 55 experiment 실험

26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 56 conclusion 결론

27 threaten 위협하다 57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28 political 정치적인 58 be told 듣다

29 career 직업, 경력 59 be given 받다

30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60 a series of 일련의, 연속되는

YBM(한상호) 영어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researcher 조사자 91 relationship 관계

62 hire (사람을) 고용하다 92 try Ving (시험삼아) 해보다

63 rude 무례한 93 such as ~와 같은

64 award(동사) (상 등을) 주다 94 the chances are 아마도

65 divide 나누다

66 own(형용사) 자신의

67 run out of ~가 부족하다

68 fund 자금

69 secretary 비서

70 institution 기관

71 budget 예산

72 afterward 나중에

73 rate(동사) 평가하다

74 personal 개인적인

75 impression 인상

76 positive 긍정적인

77 toward ~쪽으로, ~를 향해서

78 refer to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생각하

다

79 cognitive 인지적인

80 dissonance 부조화, 불일치

81 harmony 조화

82 balance 균형

83 conflict 갈등

84 relieve 완화시키다, 경감시키다

85 anxious 불안해하는

86 resolve 해결하다

87 justify 정당화하다

88 after all 결국

89 convince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90 actually 사실

YBM(한상호) 영어



제 5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andle(동사) 31 enemy

2 hater 32 opinion

3 get along with 33 ask for

4 have difficulty Ving 34 favor(명사)

5 argue 35 lend

6 situation 36 rare

7 leave + O + O.C 37 valuable

8 wonder 38 immediately

9 ignore 39 eventually

10 extra 40 remain

11 stand up to 41 the rest

12 confused 42 autobiography

13 politician 43 explain

14 inventor 44 happen

15 come up with 45 by Ving

16 more than 46 turn A into B

17 not just A but also B 47 phenomenon

18 politics 48 be known as

19 ability 49 effect

20 deal with 50 commonly

21 serve as 51 connection

22 representative(명사) 52 effective

23 opponent 53 psychologist

24 speech 54 perform

25 criticize 55 experiment

26 so ~ that ~ 56 conclusion

27 threaten 57 participate in

28 political 58 be told

29 career 59 be given

30 try to V 60 a series of

YBM(한상호) 영어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researcher 91 relationship

62 hire 92 try Ving

63 rude 93 such as

64 award(동사) 94 the chances are

65 divide

66 own(형용사)

67 run out of

68 fund

69 secretary

70 institution

71 budget

72 afterward

73 rate(동사)

74 personal

75 impression

76 positive

77 toward

78 refer to A as B

79 cognitive

80 dissonance

81 harmony

82 balance

83 conflict

84 relieve

85 anxious

86 resolve

87 justify

88 after all

89 convince

90 actually

YBM(한상호) 영어



제 5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olitician 31 effective

2 connection 32 eventually

3 effect 33 divide

4 afterward 34 relieve

5 cognitive 35 deal with

6 situation 36 try to V

7 actually 37 budget

8 harmony 38 come up with

9 hire 39 conclusion

10 opponent 40 be told

11 stand up to 41 phenomenon

12 fund 42 autobiography

13 the chances are 43 explain

14 enemy 44 opinion

15 turn A into B 45 resolve

16 lend 46 career

17 try Ving 47 rate(동사)

18 threaten 48 commonly

19 institution 49 impression

20 so ~ that ~ 50 speech

21 run out of 51 be given

22 not just A but also B 52 the rest

23 researcher 53 extra

24 refer to A as B 54 experiment

25 have difficulty Ving 55 such as

26 convince 56 hater

27 personal 57 rude

28 argue 58 wonder

29 politics 59 valuable

30 handle(동사) 60 toward

YBM(한상호) 영어



제 5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정치인 31 효율적인

2 연결 32 결국

3 효과 33 나누다

4 나중에 34 완화시키다, 경감시키다

5 인지적인 35 다루다, 처리하다

6 상황 36 ~하려고 노력하다

7 사실 37 예산

8 조화 38 생각해내다

9 (사람을) 고용하다 39 결론

10 상대방, 적수 40 듣다

11 맞서다, 저항하다 41 현상

12 자금 42 자서전

13 아마도 43 설명하다

14 적 44 의견

15 A를 B로 바꾸다 45 해결하다

16 빌려주다 46 직업, 경력

17 (시험삼아) 해보다 47 평가하다

18 위협하다 48 흔하게

19 기관 49 인상

20 너무 ~해서 ~하다 50 연설

21 ~가 부족하다 51 받다

22 A뿐만 아니라 B도 52 나머지

23 조사자 53 추가로

24
A를 B로 간주하다, 생각하

다
54 실험

25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55 ~와 같은

26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56 싫어하는 사람

27 개인적인 57 무례한

28 언쟁하다 58 궁금해하다

29 정치, 정치학 59 소중한, 가치 있는

30 ~을 다루다 60 ~쪽으로, ~를 향해서

YBM(한상호) 영어



제 5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olitician 31 effective

2 connection 32 eventually

3 effect 33 divide

4 afterward 34 relieve

5 cognitive 35 deal with

6 상황 36 ~하려고 노력하다

7 사실 37 예산

8 조화 38 생각해내다

9 (사람을) 고용하다 39 결론

10 상대방, 적수 40 듣다

11 stand up to 41 phenomenon

12 fund 42 autobiography

13 the chances are 43 explain

14 enemy 44 opinion

15 turn A into B 45 resolve

16 빌려주다 46 직업, 경력

17 (시험삼아) 해보다 47 평가하다

18 위협하다 48 흔하게

19 기관 49 인상

20 너무 ~해서 ~하다 50 연설

21 run out of 51 be given

22 not just A but also B 52 the rest

23 researcher 53 extra

24 refer to A as B 54 experiment

25 have difficulty Ving 55 such as

26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56 싫어하는 사람

27 개인적인 57 무례한

28 언쟁하다 58 궁금해하다

29 정치, 정치학 59 소중한, 가치 있는

30 ~을 다루다 60 ~쪽으로, ~를 향해서

YBM(한상호) 영어



제 5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olitician 정치인 31 effective 효율적인

2 connection 연결 32 eventually 결국

3 effect 효과 33 divide 나누다

4 afterward 나중에 34 relieve 완화시키다, 경감시키다

5 cognitive 인지적인 35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6 situation 상황 36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7 actually 사실 37 budget 예산

8 harmony 조화 38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9 hire (사람을) 고용하다 39 conclusion 결론

10 opponent 상대방, 적수 40 be told 듣다

11 stand up to 맞서다, 저항하다 41 phenomenon 현상

12 fund 자금 42 autobiography 자서전

13 the chances are 아마도 43 explain 설명하다

14 enemy 적 44 opinion 의견

15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45 resolve 해결하다

16 lend 빌려주다 46 career 직업, 경력

17 try Ving (시험삼아) 해보다 47 rate(동사) 평가하다

18 threaten 위협하다 48 commonly 흔하게

19 institution 기관 49 impression 인상

20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 50 speech 연설

21 run out of ~가 부족하다 51 be given 받다

22 not just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52 the rest 나머지

23 researcher 조사자 53 extra 추가로

24 refer to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생각하

다
54 experiment 실험

25 have difficulty V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55 such as ~와 같은

26 convince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56 hater 싫어하는 사람

27 personal 개인적인 57 rude 무례한

28 argue 언쟁하다 58 wonder 궁금해하다

29 politics 정치, 정치학 59 valuable 소중한, 가치 있는

30 handle(동사) ~을 다루다 60 toward ~쪽으로, ~를 향해서

YBM(한상호)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