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unfold 펼치다 31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2 ordinary 일반적인 32 inspiration 영감

3 the following 뒤에 나오는 것 33 framing hammer 프레임 망치

4 matter 문제 34 tip 끝

5 perspective 관점 35 wonder(명사) 놀라운 것

6 nourish 영양분을 공급하다 36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7 passion 열정 37 angle 각도

8 hard work 노력; 힘든 일 38 compete for ~를 위해 경쟁하다

9 tiny 작은 39 sprinter
단거리 달리기 선수, 스프

린터

10 shiny 빛나는 40 anxiously 애타게, 마음을 졸이며

11 probably 아마도 41 illustrate 그리다, 묘사하다

12 means 수단, 방법 42 illusion 환영, 착각

13 sculptor 조각가 43 experiment 실험

14 in that ~라는 점에서 44 a variety of 다양한

15 such as ~와 같은 45 purpose 목적

16 carve 조각하다 46 advertising 광고

17 lead(명사) 연필심 47 exhibition 전시회

18 sew 바느질하다 48 art major 예술 전공자

19 needle 바늘 49 wildlife 야생 동물

20 sharp 날카로운 50 protection 보호

21 blade 칼날 51 increasingly 점차적으로

22 fragile 약한 52 be involved in ~에 참여하다

23 snap (딱) 뿌러지다 53 realistic 현실적인

24 apply 쓰다, 적용하다 54 realize 깨닫다

25 sculpt 조각하다 55 respond 반응하다

26 such 그러한 56 novel(형용사) 새로운, 참신한

27 it takes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57 observe 관찰하다

28 concentration 집중(력) 58 surrounding 주변

29 steadily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59 keen 날카로운

30 improve 향상시키다 60 inspire 영감을 주다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put ~ into life 생기를 불어넣다 91 scattered
산재한, 산발적인, 흩어져

있는

62 billboard 광고판 92 glance 살짝 훑어보기

63 glow 빛나다 93 stairs 계단

64 depending on ~에 따라서, ~에 의존해서 94 above 위에

65 pitch-black 칠흑같이 새까만 95 happen to V 우연히 ~하다

66 reproduce 재생산하다 96 tempt 유혹하다

67 artificial 인공적인 97 seek to V 노력하다

68 further 좀 더 98 connection 연결

69 seldom 거의 ~ 아닌 99 expressive 표현력이 좋은

70 object 사물, 물건

71 gorgeous 멋진

72 borrow 빌리다

73 autumn 가을

74 giant 거대한

75 canvas 캔버스, 도화지

76 though 비록 ~일지라도

77 mainstream 주류

78 innovative 혁신적인

79 manhole
맨홀(땅속에 묻은 수도관이

나 하수관)

80 into
(변화의 결과 전치사) ~으

로

81 music sheet 악보

82 as if 마치 ~인 것 처럼

83 lift (위로) 들어 올리다

84 rake (갈퀴로 긁어) 모으다

85 astonishing 놀라운

86 energize 에너지를 불어넣다

87 bleak 암울한, 절망적인

88 urban 도시의

89 mural 벽화

90 greet 인사하다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5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unfold 31 turn A into B

2 ordinary 32 inspiration

3 the following 33 framing hammer

4 matter 34 tip

5 perspective 35 wonder(명사)

6 nourish 36 imaginative

7 passion 37 angle

8 hard work 38 compete for

9 tiny 39 sprinter

10 shiny 40 anxiously

11 probably 41 illustrate

12 means 42 illusion

13 sculptor 43 experiment

14 in that 44 a variety of

15 such as 45 purpose

16 carve 46 advertising

17 lead(명사) 47 exhibition

18 sew 48 art major

19 needle 49 wildlife

20 sharp 50 protection

21 blade 51 increasingly

22 fragile 52 be involved in

23 snap 53 realistic

24 apply 54 realize

25 sculpt 55 respond

26 such 56 novel(형용사)

27 it takes 57 observe

28 concentration 58 surrounding

29 steadily 59 keen

30 improve 60 inspire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put ~ into life 91 scattered

62 billboard 92 glance

63 glow 93 stairs

64 depending on 94 above

65 pitch-black 95 happen to V

66 reproduce 96 tempt

67 artificial 97 seek to V

68 further 98 connection

69 seldom 99 expressive

70 object

71 gorgeous

72 borrow

73 autumn

74 giant

75 canvas

76 though

77 mainstream

78 innovative

79 manhole

80 into

81 music sheet

82 as if

83 lift

84 rake

85 astonishing

86 energize

87 bleak

88 urban

89 mural

90 greet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5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ew 31 mural

2 borrow 32 bleak

3 respond 33 expressive

4 innovative 34 depending on

5 rake 35 realistic

6 seek to V 36 ordinary

7 steadily 37 scattered

8 artificial 38 further

9 a variety of 39 glow

10 wonder(명사) 40 tiny

11 mainstream 41 lead(명사)

12 advertising 42 purpose

13 sculptor 43 fragile

14 matter 44 wildlife

15 illusion 45 nourish

16 tempt 46 sculpt

17 glance 47 improve

18 seldom 48 tip

19 such as 49 as if

20 astonishing 50 manhole

21 snap 51 be involved in

22 needle 52 means

23 inspiration 53 into

24 blade 54 realize

25 observe 55 happen to V

26 inspire 56 carve

27 giant 57 it takes

28 canvas 58 reproduce

29 put ~ into life 59 apply

30 turn A into B 60 lift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5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바느질하다 31 벽화

2 빌리다 32 암울한, 절망적인

3 반응하다 33 표현력이 좋은

4 혁신적인 34 ~에 따라서, ~에 의존해서

5 (갈퀴로 긁어) 모으다 35 현실적인

6 노력하다 36 일반적인

7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37
산재한, 산발적인, 흩어져

있는

8 인공적인 38 좀 더

9 다양한 39 빛나다

10 놀라운 것 40 작은

11 주류 41 연필심

12 광고 42 목적

13 조각가 43 약한

14 문제 44 야생 동물

15 환영, 착각 45 영양분을 공급하다

16 유혹하다 46 조각하다

17 살짝 훑어보기 47 향상시키다

18 거의 ~ 아닌 48 끝

19 ~와 같은 49 마치 ~인 것 처럼

20 놀라운 50
맨홀(땅속에 묻은 수도관이

나 하수관)

21 (딱) 뿌러지다 51 ~에 참여하다

22 바늘 52 수단, 방법

23 영감 53
(변화의 결과 전치사) ~으

로

24 칼날 54 깨닫다

25 관찰하다 55 우연히 ~하다

26 영감을 주다 56 조각하다

27 거대한 57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28 캔버스, 도화지 58 재생산하다

29 생기를 불어넣다 59 쓰다, 적용하다

30 A를 B로 바꾸다 60 (위로) 들어 올리다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5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ew 31 mural

2 borrow 32 bleak

3 respond 33 expressive

4 innovative 34 depending on

5 rake 35 realistic

6 노력하다 36 일반적인

7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37
산재한, 산발적인, 흩어져

있는

8 인공적인 38 좀 더

9 다양한 39 빛나다

10 놀라운 것 40 작은

11 mainstream 41 lead(명사)

12 advertising 42 purpose

13 sculptor 43 fragile

14 matter 44 wildlife

15 illusion 45 nourish

16 유혹하다 46 조각하다

17 살짝 훑어보기 47 향상시키다

18 거의 ~ 아닌 48 끝

19 ~와 같은 49 마치 ~인 것 처럼

20 놀라운 50
맨홀(땅속에 묻은 수도관이

나 하수관)

21 snap 51 be involved in

22 needle 52 means

23 inspiration 53 into

24 blade 54 realize

25 observe 55 happen to V

26 영감을 주다 56 조각하다

27 거대한 57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28 캔버스, 도화지 58 재생산하다

29 생기를 불어넣다 59 쓰다, 적용하다

30 A를 B로 바꾸다 60 (위로) 들어 올리다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5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ew 바느질하다 31 mural 벽화

2 borrow 빌리다 32 bleak 암울한, 절망적인

3 respond 반응하다 33 expressive 표현력이 좋은

4 innovative 혁신적인 34 depending on ~에 따라서, ~에 의존해서

5 rake (갈퀴로 긁어) 모으다 35 realistic 현실적인

6 seek to V 노력하다 36 ordinary 일반적인

7 steadily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37 scattered
산재한, 산발적인, 흩어져

있는

8 artificial 인공적인 38 further 좀 더

9 a variety of 다양한 39 glow 빛나다

10 wonder(명사) 놀라운 것 40 tiny 작은

11 mainstream 주류 41 lead(명사) 연필심

12 advertising 광고 42 purpose 목적

13 sculptor 조각가 43 fragile 약한

14 matter 문제 44 wildlife 야생 동물

15 illusion 환영, 착각 45 nourish 영양분을 공급하다

16 tempt 유혹하다 46 sculpt 조각하다

17 glance 살짝 훑어보기 47 improve 향상시키다

18 seldom 거의 ~ 아닌 48 tip 끝

19 such as ~와 같은 49 as if 마치 ~인 것 처럼

20 astonishing 놀라운 50 manhole
맨홀(땅속에 묻은 수도관이

나 하수관)

21 snap (딱) 뿌러지다 51 be involved in ~에 참여하다

22 needle 바늘 52 means 수단, 방법

23 inspiration 영감 53 into
(변화의 결과 전치사) ~으

로

24 blade 칼날 54 realize 깨닫다

25 observe 관찰하다 55 happen to V 우연히 ~하다

26 inspire 영감을 주다 56 carve 조각하다

27 giant 거대한 57 it takes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28 canvas 캔버스, 도화지 58 reproduce 재생산하다

29 put ~ into life 생기를 불어넣다 59 apply 쓰다, 적용하다

30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60 lift (위로) 들어 올리다

영어1 비상 홍민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