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heerlead
응원하다, 응원단원으로 활

약하다
31 exhausted 지친, 녹초가 된

2 hold
쥐다, 보유하다, 유지하다,

개최하다, 주장하다
32 describe 설명하다, 묘사하다

3 participate (~를) 참가하다 33 complain 불평하다

4 yet 아직 34 respond 응답하다

5 specific 구체적인 35 roar
폭소를 터뜨리다, 으르렁거

리다

6 assembly hall 강당 36 laughter 웃음

7 costume 복장, 특별 복장 37 don't have to V ~할 필요없다

8 sound
소리, 들리다, 소리 나다, 건

전한, 좋은, 깊이
38 manage 다루다, 관리하다

9 eyesight 시력 39 remind 상기시키다

10 cut down
1. 잘라 쓰러뜨리다 2. 줄이

다
40 patiently 인내심을 가지고

11 upset 불쾌한 41 have got to V ~해야 한다

12 interrupt 방해하다, 가로막다 42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13 heart-to-heart 마음을 터놓은 43 pressure 압박

14 a bit 약간 44 hang out with ~와 시간을 보내다

15 research project 연구과제 45 be in one's shoes ~의 입장이 되다

16 by ~까지 46 go off (알람 등이) 울리다

17 clue 실마리, 단서, 단서를 주다 47 on the run 바쁜, 분주한

18 source material
(일지, 기록 등의) 원(原)자

료
48 all the while 그동안 죽, 내내, 시종

19 hold on 1. 기다려 2. 견디다 49 overwhelmed 압도되는

20 tick 똑딱 소리, 똑딱거리다 50 ahead of ~앞에

21 tip
(뾰족한) 끝, 사례금, 비결,

끝을 달다, 기울이다
51 deadline 마감일

22 consistent
인치하는, 지속적인, 한결

같은
52 assignment 과제

23 on a regular basis 규칙적으로 53 contrary to ~와 대조적으로

24 deep in ~에 빠진, 몰두한 54 opinion 의견

25 put up
1. 올리다 2. 세우다 3. 게시

하다 4. 내놓다
55 include 포함하다

26 shadow day (직업) 체험의 날 56 constantly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27 What a day! 힘든 날이었어 57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28 sigh 한 숨 쉬다 58 would like to V ~하고 싶다

29 sink 가라앉다 59 unwind (감긴 것을) 풀다

30 couch (긴) 소파 60 pressing 임박한, 긴박한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matter(명사) 일, 문제 91 guess 생각하다, 추측하다

62 at hand 당면해 있는 92 personality 성격

63 routine 루틴, 틀에 박혀 있는 일 93 obviously 확실히, 분명히

64 announce 발표하다 94 embarrassed 당혹한, 창피한

65 shadow(동사)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배

우기 위해) 함께 지내다
95 probably 아마도

66 bet(동사) 확신하다 96 afterward 그 이후에, 나중에

67 show up 등장하다, 나타나다 97 current(형용사) 현재의

68 what ~ like 어떠니(=how) 98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UN 사무총장

69 business papers 업무 서류 99 horrified
충격을 받은, 공포에 휩싸

인

70 else 또 다른, 그 밖의 100 whisper 속삭이다

71 tell 알다, 구별하다 101 should have p.p ~했었어야 했는데

72 have no idea 모른다(=don't know) 102 fool(명사) 바보

73 beam 활짝 웃다 103 especially 특히

74 throughout (시간) 내내, (장소) 도처에 104 admit 인정하다

75 thumb through (책 등을) 휙휙 넘겨보다 105 comment 말하다

76 absorb 흡수하다 106 by the way 어쨌든, 그런데

77 serious 심각한 107 forget to V ~할 것을 잊다

78 scratch 긁다 108 assign 할당하다, 부여하다

79 fade 사라지다, 희미해지다 109 resemblance 닮음, 유사성

80 scribble 휘갈겨쓰다 110 amount 양

81 headache 두통 111 thanks to ~덕분에

82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83 hold back 참다, 막다

84 pat(동사) (가볍게) 톡톡 건드리다

85 encouragement 격려, 고무

86 cafeteria 구내식당

87 exclaim 소리치다, 외치다

88 point at 가리키다

89 laugh at 비웃다

90 work it out 해답을 내다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1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heerlead 31 exhausted

2 hold 32 describe

3 participate 33 complain

4 yet 34 respond

5 specific 35 roar

6 assembly hall 36 laughter

7 costume 37 don't have to V

8 sound 38 manage

9 eyesight 39 remind

10 cut down 40 patiently

11 upset 41 have got to V

12 interrupt 42 deal with

13 heart-to-heart 43 pressure

14 a bit 44 hang out with

15 research project 45 be in one's shoes

16 by 46 go off

17 clue 47 on the run

18 source material 48 all the while

19 hold on 49 overwhelmed

20 tick 50 ahead of

21 tip 51 deadline

22 consistent 52 assignment

23 on a regular basis 53 contrary to

24 deep in 54 opinion

25 put up 55 include

26 shadow day 56 constantly

27 What a day! 57 although

28 sigh 58 would like to V

29 sink 59 unwind

30 couch 60 pressing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matter(명사) 91 guess

62 at hand 92 personality

63 routine 93 obviously

64 announce 94 embarrassed

65 shadow(동사) 95 probably

66 bet(동사) 96 afterward

67 show up 97 current(형용사)

68 what ~ like 98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69 business papers 99 horrified

70 else 100 whisper

71 tell 101 should have p.p

72 have no idea 102 fool(명사)

73 beam 103 especially

74 throughout 104 admit

75 thumb through 105 comment

76 absorb 106 by the way

77 serious 107 forget to V

78 scratch 108 assign

79 fade 109 resemblance

80 scribble 110 amount

81 headache 111 thanks to

82 try to V

83 hold back

84 pat(동사)

85 encouragement

86 cafeteria

87 exclaim

88 point at

89 laugh at

90 work it out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1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lue 31 deep in

2 bet(동사) 32 shadow(동사)

3 research project 33 amount

4 pressing 34 hold

5 else 35 ahead of

6 upset 36 would like to V

7 embarrassed 37 probably

8 respond 38 resemblance

9 deadline 39 scratch

10 fool(명사) 40 exhausted

11 specific 41 encouragement

12 yet 42 headache

13 cafeteria 43 all the while

14 try to V 44 have no idea

15 couch 45 admit

16 point at 46 a bit

17 consistent 47 put up

18 beam 48 announce

19 by 49 comment

20 on the run 50 current(형용사)

21 laugh at 51 shadow day

22 tell 52 contrary to

23 participate 53 hold back

24 what ~ like 54 sigh

25 overwhelmed 55 thumb through

26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56 pressure

27 What a day! 57 work it out

28 tick 58 assign

29 patiently 59 personality

30 assembly hall 60 hang out with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1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실마리, 단서, 단서를 주다 31 ~에 빠진, 몰두한

2 확신하다 32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배

우기 위해) 함께 지내다

3 연구과제 33 양

4 임박한, 긴박한 34
쥐다, 보유하다, 유지하다,

개최하다, 주장하다

5 또 다른, 그 밖의 35 ~앞에

6 불쾌한 36 ~하고 싶다

7 당혹한, 창피한 37 아마도

8 응답하다 38 닮음, 유사성

9 마감일 39 긁다

10 바보 40 지친, 녹초가 된

11 구체적인 41 격려, 고무

12 아직 42 두통

13 구내식당 43 그동안 죽, 내내, 시종

14 ~하려고 노력하다 44 모른다(=don't know)

15 (긴) 소파 45 인정하다

16 가리키다 46 약간

17
인치하는, 지속적인, 한결

같은
47

1. 올리다 2. 세우다 3. 게시

하다 4. 내놓다

18 활짝 웃다 48 발표하다

19 ~까지 49 말하다

20 바쁜, 분주한 50 현재의

21 비웃다 51 (직업) 체험의 날

22 알다, 구별하다 52 ~와 대조적으로

23 (~를) 참가하다 53 참다, 막다

24 어떠니(=how) 54 한 숨 쉬다

25 압도되는 55 (책 등을) 휙휙 넘겨보다

26 UN 사무총장 56 압박

27 힘든 날이었어 57 해답을 내다

28 똑딱 소리, 똑딱거리다 58 할당하다, 부여하다

29 인내심을 가지고 59 성격

30 강당 60 ~와 시간을 보내다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1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lue 31 deep in

2 bet(동사) 32 shadow(동사)

3 research project 33 amount

4 pressing 34 hold

5 else 35 ahead of

6 불쾌한 36 ~하고 싶다

7 당혹한, 창피한 37 아마도

8 응답하다 38 닮음, 유사성

9 마감일 39 긁다

10 바보 40 지친, 녹초가 된

11 specific 41 encouragement

12 yet 42 headache

13 cafeteria 43 all the while

14 try to V 44 have no idea

15 couch 45 admit

16 가리키다 46 약간

17
인치하는, 지속적인, 한결

같은
47

1. 올리다 2. 세우다 3. 게시

하다 4. 내놓다

18 활짝 웃다 48 발표하다

19 ~까지 49 말하다

20 바쁜, 분주한 50 현재의

21 laugh at 51 shadow day

22 tell 52 contrary to

23 participate 53 hold back

24 what ~ like 54 sigh

25 overwhelmed 55 thumb through

26 UN 사무총장 56 압박

27 힘든 날이었어 57 해답을 내다

28 똑딱 소리, 똑딱거리다 58 할당하다, 부여하다

29 인내심을 가지고 59 성격

30 강당 60 ~와 시간을 보내다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1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lue 실마리, 단서, 단서를 주다 31 deep in ~에 빠진, 몰두한

2 bet(동사) 확신하다 32 shadow(동사)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배

우기 위해) 함께 지내다

3 research project 연구과제 33 amount 양

4 pressing 임박한, 긴박한 34 hold
쥐다, 보유하다, 유지하다,

개최하다, 주장하다

5 else 또 다른, 그 밖의 35 ahead of ~앞에

6 upset 불쾌한 36 would like to V ~하고 싶다

7 embarrassed 당혹한, 창피한 37 probably 아마도

8 respond 응답하다 38 resemblance 닮음, 유사성

9 deadline 마감일 39 scratch 긁다

10 fool(명사) 바보 40 exhausted 지친, 녹초가 된

11 specific 구체적인 41 encouragement 격려, 고무

12 yet 아직 42 headache 두통

13 cafeteria 구내식당 43 all the while 그동안 죽, 내내, 시종

14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44 have no idea 모른다(=don't know)

15 couch (긴) 소파 45 admit 인정하다

16 point at 가리키다 46 a bit 약간

17 consistent
인치하는, 지속적인, 한결

같은
47 put up

1. 올리다 2. 세우다 3. 게시

하다 4. 내놓다

18 beam 활짝 웃다 48 announce 발표하다

19 by ~까지 49 comment 말하다

20 on the run 바쁜, 분주한 50 current(형용사) 현재의

21 laugh at 비웃다 51 shadow day (직업) 체험의 날

22 tell 알다, 구별하다 52 contrary to ~와 대조적으로

23 participate (~를) 참가하다 53 hold back 참다, 막다

24 what ~ like 어떠니(=how) 54 sigh 한 숨 쉬다

25 overwhelmed 압도되는 55 thumb through (책 등을) 휙휙 넘겨보다

26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UN 사무총장 56 pressure 압박

27 What a day! 힘든 날이었어 57 work it out 해답을 내다

28 tick 똑딱 소리, 똑딱거리다 58 assign 할당하다, 부여하다

29 patiently 인내심을 가지고 59 personality 성격

30 assembly hall 강당 60 hang out with ~와 시간을 보내다

영어1 동아 권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