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tangible 무형의 31 symbol 상징

2 heritage 유산 32 represent 대표하다

3 tend to V ~하는 경향이 있다 33 southern 남부의

4 view A as B A를 B로 보다(간주하다) 34 local 지역의

5 monument 기념물 35 play a great role in ~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

6 A such as B B와 같은 A 36 develop 발전시키다

7 include 포함하다 37 artistic 예술적인

8 tradition 전통 38 expression 표현

9 oral 구두의, 구술의 39 fuse 결합하다, 융합하다

10 performing 공연 40 musicianship 음악가적 기교

11 ritual 의식 (절차), 의례 41 express 표현하다

12 promote 진흥하다, 촉진(고취)하다 42 situation 상황

13 diversity 다양성 43 expressive 표현력이 풍부한

14 encourage 장려하다 44 art 기술, 예술

15 respect 존중, 존경(하다) 45 essential 필수적인

16 be devoted to A A에 헌신하다 46 element 요소

17 preserve 보존하다 47 require 요구하다

18 following 다음의 48 excellent 탁월한, 뛰어난

19 designate 지정(지명)하다, 선정하다 49 skill 기술

20 share 공유하다 50 emotional 감정적인

21 common 공통된 51 movement 움직임, 동작

22 feature 특징 52 sharp 급격한, 날카로운

23 be related to ~와 관련이 있다 53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

24 ordinary 일반적인, 보통의 54 clap 손뼉을 치다

25 gypsy 집시(소수 유랑민족) 55 tap
(음악에 맞춰 손가락/발등

으로) 박자를 맞추다, 가볍

26 happen to V 혹시라도 ~하다 56 snap 딱딱 소리를 내다

27 dance to ~에 맞춰 춤을 추다 57 castanets 캐스터네츠

28 passionately 정열적으로 58 desired 원하는

29 tune 선율, 곡조, 곡 59 perform 공연하다, 수행하다

30 musical instrument 악기 60 religious 종교적인

영어 1 YBM (박준언)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private 사적인, 개인의 91 uneducated 교육을 받지 못한

62 celebration 축하 (공연) 92 trustworthy 믿을 수 있는

63 display 표현, 전시 93 gentle 점잖은

64 shadow 그림자 94 appear 등장하다, 출현하다

65 puppet 인형, 꼭두각시 95 depending on ~에 따라

66 be familiar with ~에 친숙하다, 잘 알다 96 theme 주제, 테마

67 puppet show 인형극 97 play 연극

68 popular 인기가 있는, 대중적인 98 manipulate 조종하다

69 across the world 전 세계에 걸쳐 99 skillfully 능숙하게

70 clearly 명확하게, 분명히 100 turn A into B A를 B로 바꿔놓다

71 visible 보이는 101 perform 수행하다, 공연하다

72 rather 대신에, 오히려, 차라리 102 role 역할

73 shadowy 어슴푸레한, 그림자 같은 103 character 등장인물

74 the public 일반인, 대중 104 spoken part (연극의) 대사

75 figure 모습, 모양, 형상 105 once 한때

76 camel 탁타 106 widely 널리

77 hide 가죽 107 public 공공의

78 shape 형상, 모양 108 square 광장

79 hold 매달다, 잡고 있다 109 mostly 주로, 대개

80 rod 막대가 110 performance hall 공연장

81 cast
(그림자를) 드리우다, 내보

내다
111 strengthen 강화하다

82 cotton 목면, 목화, 면화 112 identity 정체성

83 example 예, 사례 113
bring A closer
together

A를 결속시키다

84 depict 묘사하다 114 entertainment 여흥, 오락

85 diverse 다양한 115 come across ~와 마주치다

86 ethnic 인종적인, 민족적인 116 musician 음악가

87 background 배경 117 local 현지의, 지역의

88 comic 희극적인 118 costume 의상

89 feature ~을 특징으로 하다 119 mariachi
마리아치(활기찬 멕시코의

가두 음악)

90 main character 주인공 120 basic 기본적인

영어 1 YBM (박준언)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date back to ~로 거슬러 올라가다 151 mask 가면

122 be made up of
~로 구성되다(=be

composed of)
152 tightrope walking 줄타기

123 wide range of 넓은 범위의, 다양한 153 acrobat 곡예

124 typical 전형적인, 보통의 154 plate spinning 접시돌리기

125 love affair 연애 155 fascinate 매료시키다

126 heroic 영웅적인 156 audience 관중, 관객, 청중

127 battle 전투 157 lively 생동감 넘치는, 활기찬

128 common 일반적인, 보통의 158 delicate 섬세한

129 pass down 전하다 159 consider 여기다, 간주하다

130 civil 민간의, 시민의 160 fun 재미있는

131 event 행사 161 comprehensive 종합적인

132 emphasize 강조하다 162 in addition to A A이외에

133 value 가치 163 entertain 즐겁게 해주다

134 natural 자연의 164 in particular 특히

135 region 지역 165 raise (문제 따위를) 제기하다

136 clown 어릿광대 166 issue 쟁점, 문제

137 folk 민속의 167 on behalf of ~을 대신해서

138 cheerful 쾌활한 168 realize 구현하다, 실현하다

139 gong 징 169 ideal 이상

140 professional 전문적인 170 equality 평등

141 entertainer 연예인 171 freedom 자유

142 dressed in ~한 복장을 한 172 joyful 아주 기쁜

143 practise 실행하다 173 excitement 신남, 흥분

144 exactly 정확히 174 alive 살아 있는

145 come into being 생기다, 태어나다 175 across the country 전국적으로

146 generally 일반적으로

147 dynasty 왕조

148 commoner 평민

149 be comprised of ~로 구성되다

150 component 요소

영어 1 YBM (박준언)



제 5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tangible 31 symbol

2 heritage 32 represent

3 tend to V 33 southern

4 view A as B 34 local

5 monument 35 play a great role in

6 A such as B 36 develop

7 include 37 artistic

8 tradition 38 expression

9 oral 39 fuse

10 performing 40 musicianship

11 ritual 41 express

12 promote 42 situation

13 diversity 43 expressive

14 encourage 44 art

15 respect 45 essential

16 be devoted to A 46 element

17 preserve 47 require

18 following 48 excellent

19 designate 49 skill

20 share 50 emotional

21 common 51 movement

22 feature 52 sharp

23 be related to 53 facial expression

24 ordinary 54 clap

25 gypsy 55 tap

26 happen to V 56 snap

27 dance to 57 castanets

28 passionately 58 desired

29 tune 59 perform

30 musical instrument 60 religious

영어 1 YBM (박준언)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private 91 uneducated

62 celebration 92 trustworthy

63 display 93 gentle

64 shadow 94 appear

65 puppet 95 depending on

66 be familiar with 96 theme

67 puppet show 97 play

68 popular 98 manipulate

69 across the world 99 skillfully

70 clearly 100 turn A into B

71 visible 101 perform

72 rather 102 role

73 shadowy 103 character

74 the public 104 spoken part

75 figure 105 once

76 camel 106 widely

77 hide 107 public

78 shape 108 square

79 hold 109 mostly

80 rod 110 performance hall

81 cast 111 strengthen

82 cotton 112 identity

83 example 113
bring A closer
together

84 depict 114 entertainment

85 diverse 115 come across

86 ethnic 116 musician

87 background 117 local

88 comic 118 costume

89 feature 119 mariachi

90 main character 120 basic

영어 1 YBM (박준언)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date back to 151 mask

122 be made up of 152 tightrope walking

123 wide range of 153 acrobat

124 typical 154 plate spinning

125 love affair 155 fascinate

126 heroic 156 audience

127 battle 157 lively

128 common 158 delicate

129 pass down 159 consider

130 civil 160 fun

131 event 161 comprehensive

132 emphasize 162 in addition to A

133 value 163 entertain

134 natural 164 in particular

135 region 165 raise

136 clown 166 issue

137 folk 167 on behalf of

138 cheerful 168 realize

139 gong 169 ideal

140 professional 170 equality

141 entertainer 171 freedom

142 dressed in 172 joyful

143 practise 173 excitement

144 exactly 174 alive

145 come into being 175 across the country

146 generally

147 dynasty

148 commoner

149 be comprised of

150 component

영어 1 YBM (박준언)



제 5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eature 31 be comprised of

2 joyful 32 strengthen

3 perform 33 comprehensive

4 mostly 34 promote

5 ordinary 35 depending on

6 art 36 mariachi

7 designate 37 represent

8 comic 38 A such as B

9 shadowy 39 oral

10 clearly 40 clown

11 region 41 ideal

12 excellent 42 on behalf of

13
bring A closer
together

43 figure

14 element 44 tightrope walking

15 come into being 45 monument

16 heroic 46 battle

17 include 47 situation

18 cast 48 entertainer

19 expression 49 play a great role in

20 visible 50 in addition to A

21 uneducated 51 natural

22 civil 52 emotional

23 fascinate 53 realize

24 local 54 movement

25 clap 55 role

26 example 56 once

27 pass down 57 heritage

28 gentle 58 identity

29 dressed in 59 dynasty

30 theme 60 display

영어 1 YBM (박준언)



제 5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을 특징으로 하다 31 ~로 구성되다

2 아주 기쁜 32 강화하다

3 공연하다, 수행하다 33 종합적인

4 주로, 대개 34 진흥하다, 촉진(고취)하다

5 일반적인, 보통의 35 ~에 따라

6 기술, 예술 36
마리아치(활기찬 멕시코의

가두 음악)

7 지정(지명)하다, 선정하다 37 대표하다

8 희극적인 38 B와 같은 A

9 어슴푸레한, 그림자 같은 39 구두의, 구술의

10 명확하게, 분명히 40 어릿광대

11 지역 41 이상

12 탁월한, 뛰어난 42 ~을 대신해서

13 A를 결속시키다 43 모습, 모양, 형상

14 요소 44 줄타기

15 생기다, 태어나다 45 기념물

16 영웅적인 46 전투

17 포함하다 47 상황

18
(그림자를) 드리우다, 내보

내다
48 연예인

19 표현 49 ~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

20 보이는 50 A이외에

21 교육을 받지 못한 51 자연의

22 민간의, 시민의 52 감정적인

23 매료시키다 53 구현하다, 실현하다

24 지역의 54 움직임, 동작

25 손뼉을 치다 55 역할

26 예, 사례 56 한때

27 전하다 57 유산

28 점잖은 58 정체성

29 ~한 복장을 한 59 왕조

30 주제, 테마 60 표현, 전시

영어 1 YBM (박준언)



제 5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eature 31 be comprised of

2 joyful 32 strengthen

3 perform 33 comprehensive

4 mostly 34 promote

5 ordinary 35 depending on

6 기술, 예술 36
마리아치(활기찬 멕시코의

가두 음악)

7 지정(지명)하다, 선정하다 37 대표하다

8 희극적인 38 B와 같은 A

9 어슴푸레한, 그림자 같은 39 구두의, 구술의

10 명확하게, 분명히 40 어릿광대

11 region 41 ideal

12 excellent 42 on behalf of

13
bring A closer
together

43 figure

14 element 44 tightrope walking

15 come into being 45 monument

16 영웅적인 46 전투

17 포함하다 47 상황

18
(그림자를) 드리우다, 내보

내다
48 연예인

19 표현 49 ~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

20 보이는 50 A이외에

21 uneducated 51 natural

22 civil 52 emotional

23 fascinate 53 realize

24 local 54 movement

25 clap 55 role

26 예, 사례 56 한때

27 전하다 57 유산

28 점잖은 58 정체성

29 ~한 복장을 한 59 왕조

30 주제, 테마 60 표현, 전시

영어 1 YBM (박준언)



제 5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eature ~을 특징으로 하다 31 be comprised of ~로 구성되다

2 joyful 아주 기쁜 32 strengthen 강화하다

3 perform 공연하다, 수행하다 33 comprehensive 종합적인

4 mostly 주로, 대개 34 promote 진흥하다, 촉진(고취)하다

5 ordinary 일반적인, 보통의 35 depending on ~에 따라

6 art 기술, 예술 36 mariachi
마리아치(활기찬 멕시코의

가두 음악)

7 designate 지정(지명)하다, 선정하다 37 represent 대표하다

8 comic 희극적인 38 A such as B B와 같은 A

9 shadowy 어슴푸레한, 그림자 같은 39 oral 구두의, 구술의

10 clearly 명확하게, 분명히 40 clown 어릿광대

11 region 지역 41 ideal 이상

12 excellent 탁월한, 뛰어난 42 on behalf of ~을 대신해서

13
bring A closer
together

A를 결속시키다 43 figure 모습, 모양, 형상

14 element 요소 44 tightrope walking 줄타기

15 come into being 생기다, 태어나다 45 monument 기념물

16 heroic 영웅적인 46 battle 전투

17 include 포함하다 47 situation 상황

18 cast
(그림자를) 드리우다, 내보

내다
48 entertainer 연예인

19 expression 표현 49 play a great role in ~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

20 visible 보이는 50 in addition to A A이외에

21 uneducated 교육을 받지 못한 51 natural 자연의

22 civil 민간의, 시민의 52 emotional 감정적인

23 fascinate 매료시키다 53 realize 구현하다, 실현하다

24 local 지역의 54 movement 움직임, 동작

25 clap 손뼉을 치다 55 role 역할

26 example 예, 사례 56 once 한때

27 pass down 전하다 57 heritage 유산

28 gentle 점잖은 58 identity 정체성

29 dressed in ~한 복장을 한 59 dynasty 왕조

30 theme 주제, 테마 60 display 표현, 전시

영어 1 YBM (박준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