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ubmit 제출하다 31 simplicity 단순성

2 vivid 생생한 32 enthusiastic 열정적인

3 on display 전시중인 33 intend 의도하다

4 genuine 진정한, 순수한 34 characterize 특징짓다

5 serious 진지한, 심각한 35 texture 질감

6 exhibition 전시, 전시회, 전시물 36 depict 그리다

7 yet
아직, 이미, 훨씬, 그럼에도,

이제까지
37 simplify 단순화하다

8 go on
1. 시작하다 2. 켜지다 3. 진

행되다
38 explore 탐험하다, 탐구하다

9 pottery 도자기류 39 tune 채널을 맞추다

10 opinion 의견, 견해 40 field
들판, 농지, 경기장, 분야,

현장, 전장

11 available 이용 가능한 41 figure
모양, 인물, 상징, 숫자, 계

산하다, 상징하다, 두드러

12 throughout ~내내, ~전체에서 42 remind A of B
A에게 B에 관해 상기시키

다

13 professional
전문적인, 전문직의, 프로

의
43 considering ~를 고려해서

14 solo exhibition 단독 전시회 44 dynamic 역동적인

15 hundreds of 수백의 45 match 어울리다

16 genius 천재 46 beloved 사랑받는

17 deliver 전달하다 47 consider 생각하다, 고려하다

18 express 표현하다 48 figure 인물, 형상

19 go through
1.살펴보다 2.거치다 3.겪다

4.끝내다
49 generation 세대

20 headline 표제 50 abstract 추상적인

21 subject
(to)~를 ~에 대상삼다, 주

제, 과목, 주관, 대상, (to)~
51 more than ~이상

22 extend 연장하다, 확장하다 52 devote O to Ving
목적어를 ~하는데 헌신하

다, 몰두하다

23 appreciate
감사하다, 감상하다, 인정

하다, 이해하다
53 discover 발견하다

24 see one's point ~의 요점을 이해하다 54 essence 본질

25 viewer 시청자 55 moreover 게다가

26 critic 비평가 56 cease 멈추다, 중단하다

27 Abstract art 추상미술 57 island 섬

28 square 정사각형 58 province 도, 주, 지방

29 concentric 중심이 같은 59 occupation 점령

30 confused 혼란스러운, 혼동하는 60 adolescent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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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familiar 친근한 91 represent 나타내다, 표시하다

62 include 포함하다 92 object 사물, 물건

63 achieve 성취하다 93 at the time 그 때 당시에

64 independence 독립 94 semi- 절반

65 promising 유망한 95 certain 어떤, 특정한

66 professor 교수 96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67 break out (전쟁 등이) 발발하다 97 simplify 단순화 시키다

68 safety 안전 98 outstanding 놀라운, 뛰어난

69 shanty 판잣집 99 within ~안에서, ~내에서

70 refugee 난민, 망명자 100 resign 그만두다, 사직하다

71 portray 그리다, 묘사하다 101 concentrate on 집중하다

72 common people 평범한 사람들, 민중 102 deliver 전달하다

73 wartime
전시(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
103 period 기간

74 depressing 우울한 104 shape 모양

75 among ~사이에서 105 eternity 영원

76 give in to 굴복하다 106 symbol 상징

77 circumstance 상황 107 such as ~와 같은

78 desire 욕구 108 pine tree 소나무

79 traditional 전통적인 109 praise 칭찬(하다)

80 pottery 도자기 110 critic 비평가

81 especially 특히 111 combine A with B A와 B를 결합하다

82 porcelain 도자기 112 concept 콘셉트, 개념

83 jar 항아리, 단지 113 ideal(명사) 이상

84 attract (매력 등을) 끌다 114 regain 되찾다, 다시 얻다

85 broaden 넓히다 115 prominent 유명한, 저명한

86 curious 별난, 호기심 있는 116 invite 초대하다

87 along with ~와 함께 117 directly 직접적으로

88 plum 매화 118 extend 늘리다

89 blossom 꽃 119 boundary 경계

90 subject 피사체, 대상 120 receive 받다

영어1 YBM 한상호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negative 부정적인 151 pass away 돌아가시다, 죽다

122 review(명사) 리뷰, 평가 152 throughout (시간) 내내, (장소) 도처에

123 occasion 사건, 경우 153 entire 전체의

124 exhibition 전시회 154 passion 열정

125 loneliness 외로움 155 weak 약한

126 financial 재정적인 156 almost 거의

127 survive 살아남다 157 highly 매우, 아주

128 eventually 결국 158 meanwhile 한편

129 reach 도착하다, 도달하다 159 realize 깨닫다

130 complete(형용사) 완전한 160 passionate 열정적인

131 abstraction 추상, 추상주의

132 gradually 점차적으로

133 take away 없애다

134 element 요소

135 dot 점

136 masterpiece 걸작품

137 poem (문학) 시

138 long for 그리워하다

139 explain 설명하다

140 unique 독특한

141 countless 셀 수 없는

142 characteristic(형용사) 특징이 되는

143 hometown 고향

144 문장 맨 앞 Of ~ 중에서

145 numerous 수많은

146 in particular 특히

147 grow(2형식 동사) ~이 되다

148 fade 사라지다

149 disappear 사라지다

150 tender 부드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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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ubmit 31 simplicity

2 vivid 32 enthusiastic

3 on display 33 intend

4 genuine 34 characterize

5 serious 35 texture

6 exhibition 36 depict

7 yet 37 simplify

8 go on 38 explore

9 pottery 39 tune

10 opinion 40 field

11 available 41 figure

12 throughout 42 remind A of B

13 professional 43 considering

14 solo exhibition 44 dynamic

15 hundreds of 45 match

16 genius 46 beloved

17 deliver 47 consider

18 express 48 figure

19 go through 49 generation

20 headline 50 abstract

21 subject 51 more than

22 extend 52 devote O to Ving

23 appreciate 53 discover

24 see one's point 54 essence

25 viewer 55 moreover

26 critic 56 cease

27 Abstract art 57 island

28 square 58 province

29 concentric 59 occupation

30 confused 60 adol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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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familiar 91 represent

62 include 92 object

63 achieve 93 at the time

64 independence 94 semi-

65 promising 95 certain

66 professor 96 although

67 break out 97 simplify

68 safety 98 outstanding

69 shanty 99 within

70 refugee 100 resign

71 portray 101 concentrate on

72 common people 102 deliver

73 wartime 103 period

74 depressing 104 shape

75 among 105 eternity

76 give in to 106 symbol

77 circumstance 107 such as

78 desire 108 pine tree

79 traditional 109 praise

80 pottery 110 critic

81 especially 111 combine A with B

82 porcelain 112 concept

83 jar 113 ideal(명사)

84 attract 114 regain

85 broaden 115 prominent

86 curious 116 invite

87 along with 117 directly

88 plum 118 extend

89 blossom 119 boundary

90 subject 120 re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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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negative 151 pass away

122 review(명사) 152 throughout

123 occasion 153 entire

124 exhibition 154 passion

125 loneliness 155 weak

126 financial 156 almost

127 survive 157 highly

128 eventually 158 meanwhile

129 reach 159 realize

130 complete(형용사) 160 passionate

131 abstraction

132 gradually

133 take away

134 element

135 dot

136 masterpiece

137 poem

138 long for

139 explain

140 unique

141 countless

142 characteristic(형용사)

143 hometown

144 문장 맨 앞 Of

145 numerous

146 in particular

147 grow(2형식 동사)

148 fade

149 disappear

150 t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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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implify 31 viewer

2 wartime 32 subject

3 broaden 33 hometown

4 outstanding 34 abstract

5 highly 35 shanty

6 concept 36 exhibition

7 resign 37 financial

8 professor 38 figure

9 tender 39 enthusiastic

10 professional 40 semi-

11 regain 41 circumstance

12 give in to 42 province

13 numerous 43 headline

14 although 44 directly

15 curious 45 plum

16 grow(2형식 동사) 46 independence

17 portray 47 porcelain

18 concentric 48 cease

19 solo exhibition 49 promising

20 jar 50 entire

21 unique 51 among

22 dot 52 Abstract art

23 moreover 53 eventually

24 element 54 considering

25 symbol 55 characterize

26 field 56 hundreds of

27 realize 57 long for

28 occupation 58 represent

29 square 59 abstraction

30 figure 60 dep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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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단순화 시키다 31 시청자

2
전시(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
32 피사체, 대상

3 넓히다 33 고향

4 놀라운, 뛰어난 34 추상적인

5 매우, 아주 35 판잣집

6 콘셉트, 개념 36 전시회

7 그만두다, 사직하다 37 재정적인

8 교수 38
모양, 인물, 상징, 숫자, 계

산하다, 상징하다, 두드러

9 부드러운 39 열정적인

10
전문적인, 전문직의, 프로

의
40 절반

11 되찾다, 다시 얻다 41 상황

12 굴복하다 42 도, 주, 지방

13 수많은 43 표제

14 비록 ~일지라도 44 직접적으로

15 별난, 호기심 있는 45 매화

16 ~이 되다 46 독립

17 그리다, 묘사하다 47 도자기

18 중심이 같은 48 멈추다, 중단하다

19 단독 전시회 49 유망한

20 항아리, 단지 50 전체의

21 독특한 51 ~사이에서

22 점 52 추상미술

23 게다가 53 결국

24 요소 54 ~를 고려해서

25 상징 55 특징짓다

26
들판, 농지, 경기장, 분야,

현장, 전장
56 수백의

27 깨닫다 57 그리워하다

28 점령 58 나타내다, 표시하다

29 정사각형 59 추상, 추상주의

30 인물, 형상 60 우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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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implify 31 viewer

2 wartime 32 subject

3 broaden 33 hometown

4 outstanding 34 abstract

5 highly 35 shanty

6 콘셉트, 개념 36 전시회

7 그만두다, 사직하다 37 재정적인

8 교수 38
모양, 인물, 상징, 숫자, 계

산하다, 상징하다, 두드러

9 부드러운 39 열정적인

10
전문적인, 전문직의, 프로

의
40 절반

11 regain 41 circumstance

12 give in to 42 province

13 numerous 43 headline

14 although 44 directly

15 curious 45 plum

16 ~이 되다 46 독립

17 그리다, 묘사하다 47 도자기

18 중심이 같은 48 멈추다, 중단하다

19 단독 전시회 49 유망한

20 항아리, 단지 50 전체의

21 unique 51 among

22 dot 52 Abstract art

23 moreover 53 eventually

24 element 54 considering

25 symbol 55 characterize

26
들판, 농지, 경기장, 분야,

현장, 전장
56 수백의

27 깨닫다 57 그리워하다

28 점령 58 나타내다, 표시하다

29 정사각형 59 추상, 추상주의

30 인물, 형상 60 우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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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implify 단순화 시키다 31 viewer 시청자

2 wartime
전시(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
32 subject 피사체, 대상

3 broaden 넓히다 33 hometown 고향

4 outstanding 놀라운, 뛰어난 34 abstract 추상적인

5 highly 매우, 아주 35 shanty 판잣집

6 concept 콘셉트, 개념 36 exhibition 전시회

7 resign 그만두다, 사직하다 37 financial 재정적인

8 professor 교수 38 figure
모양, 인물, 상징, 숫자, 계

산하다, 상징하다, 두드러

9 tender 부드러운 39 enthusiastic 열정적인

10 professional
전문적인, 전문직의, 프로

의
40 semi- 절반

11 regain 되찾다, 다시 얻다 41 circumstance 상황

12 give in to 굴복하다 42 province 도, 주, 지방

13 numerous 수많은 43 headline 표제

14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44 directly 직접적으로

15 curious 별난, 호기심 있는 45 plum 매화

16 grow(2형식 동사) ~이 되다 46 independence 독립

17 portray 그리다, 묘사하다 47 porcelain 도자기

18 concentric 중심이 같은 48 cease 멈추다, 중단하다

19 solo exhibition 단독 전시회 49 promising 유망한

20 jar 항아리, 단지 50 entire 전체의

21 unique 독특한 51 among ~사이에서

22 dot 점 52 Abstract art 추상미술

23 moreover 게다가 53 eventually 결국

24 element 요소 54 considering ~를 고려해서

25 symbol 상징 55 characterize 특징짓다

26 field
들판, 농지, 경기장, 분야,

현장, 전장
56 hundreds of 수백의

27 realize 깨닫다 57 long for 그리워하다

28 occupation 점령 58 represent 나타내다, 표시하다

29 square 정사각형 59 abstraction 추상, 추상주의

30 figure 인물, 형상 60 depressing 우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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