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hat's up? 무슨 일이야? 31 flexibility 유연성, 융통성

2 own
자신의, 자신의 것, 소유하

다
32 from side to side 좌우로

3 twice 두 배로, 두 번 33 ultimately 결국, 궁극적으로

4 lose weight 몸무게를 줄이다 34 physics 물리학

5 stiff 뻣뻣한, 굳은 35 A as well as B B뿐만 아니라 A도

6 application
지원(서), 적용, 바르기, 응

용프로그램
36 refer to

~를 칭하다, 말하다, 언급

하다

7 regularly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37 Tug of war 줄다리기

8 adjust 조절하다, 맞추다 38 the early 1990s 1990년대 초반

9 length 길이 39 astronaut 우주비행사

10 plenty of 많은 40 golf club 골프채

11 as well 마찬가지로 41 competitor 경쟁자

12 terrific 훌륭한 42 compete 경쟁하다

13 available 이용 가능한, 구매 가능한 43 the men's singles 남자 개인전

14 precise 정확한 44 luge
루지(한 사람이 타는 경주

용 썰매)

15 graceful 우아한 45
set a new world
record

새 세계신기록을 세우다

16 probably 아마 46 shortly 곧, 즉시

17 lyrics 가사 47 be about to R 막 ~하려고 하다

18 competition 경쟁, 대회 48 extremely 극히

19 not ~ any longer 더 이상 ~아닌 49 onto ~위로

20 union 연맹 50 accelerate 빨라지다, 가속하다

21 announce 발표하다 51 spiked 스파이크가 달린

22 distracting 산만한 52 indeed 정말로

23 judge 판사, 심판, 심사위원 53 explosive 폭발적인, 폭발

24 archery 양궁 54 freestyle 자유형

25 be into
~에 관심 갖다, ~에 빠져있

다
55 in a minute 곧, 즉시

26 among others 무엇보다 우선 56 expectation 기대, 예상

27 paradox 역설 57 human being 사람, 인간

28 aim 조준하다, 목표, 조준 58 be capable of ~를 할 수 있다

29 off target 목표에서 벗어나 59 through ~를 통해서

30 end up 결국 ~로 끝나다 60 sprinter
단거리 달리기 선수, 스프

린터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atcher (야구의) 포수 91 among ~사이에서

62 precision 정확성 92 expert 전문가

63 whatever 무엇이든지 93 predict 예측하다

64 govern 지배하다, 통치하다 94 probably 아마도

65 explain 설명하다 95 method 방법

66
break the world
record

세계 기록을 깨다 96 curler 컬링 선수

67 clock(동사)
(경기 등에서 시간을) 기록

하다
97 sweep (빗자루로) 쓸다

68 adult 어른, 성인 98 broom 빗자루

69 cheetah 치타 99 furiously 맹렬하게

70 limit(명사) 한계 100 slide 미끄러지다

71 influence 영향을 끼치다 101 a sheet of ice 얼음판

72 this is why 그래서 102 settle into 자리잡다

73
the + 형용사, the + 형
용사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

다
103 house (컬링 경기의 가운데) 원

74 in the air 공중에서 104 bump(동사) 부딪히다

75 , which 그리고 그것은 105 fist 주먹

76 reduce 줄이다 106 indicate 나타내다

77 the number of ~의 수 107 expect 예상하다

78 therefore 그래서, 그러므로 108 according to ~에 따라서

79 maximum 최대(의) 109
Newton's first law of
motion

뉴턴의 운동의 제1법칙

80 attain 달성하다, 얻다 110 curl 휘어지다

81 combination 결합 111 even though 비록 ~일지라도

82 apply (손, 발 등으로) 누르다 112 direct(동사) 방향을 맞추다

83 stride (성큼성큼 걷는) 걸음 113 rub 문지르다

84 frequency 빈도 114 generate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

85 optimal 최적의 115 friction 마찰

86 unfortunately 불행히도 116 result in ~을 초래하다, 야기하다

87 depend on ~에 의존하다 117 aim 목표로 삼다, 겨냥하다

88 length 길이 118 opponent 상대방, 적수

89 factor 요소 119 strategic 전략상 중요한

90 vary 다양하다 120 element 요소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direction 방향 151 scoop 뜨다, 푸다, 모으다

122 strategy 전략 152 inward 안쪽으로

123 melt 녹이다 153 toward ~쪽으로, ~를 향해서

124 stitch(명사) 실밥 154 effectively 효과적으로

125 batter (야구의) 타자 155 net(형용사)
(에누리 없는) 순 (ex: 순이

익)

126 the stands 관중석 156 further 추가적으로

127 reach up 위로 뻗다 157 release 놓다, 내보내다

128 spectator 관중, 구경꾼 158 pitcher (야구) 투수

129 clap 박수치다 159 intend 의도하다

130 smooth 부드러운 160 shading 음영

131 leather 가죽 161 represent 나타내다, 표시하다

132 purpose 목적 162 weaken 약하게 하다

133 other than ~이외에 163 doping 도핑

134 typical 일반적인 164 involve 포함하다

135 double hand stitch 이중 실밥 165 illegally 불법적으로

136 more than ~이상 166 gain 얻다

137 decorative 장식적인 167 advantage 이점, 장점

138 function(명사) 기능 168 advance(동사) 진보하다

139 actually 사실 169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140 affect 영향을 주다 170 equipment 장비

141 flight 비행 171 term 용어

142 accurately 정확하게 172 coin(동사) 신조어를 만들다

143 object 사물, 물건 173 refer to 언급하다

144 air pressure 기압 174 competition 경쟁, 경기

145 thin (공기 등의) 희박한, 옅은 175 out of ~중에서

146 drag (물리) 항력; 끌다 176 particular 특별한, 특정한

147 literally 글자그대로 177 investigation 조사

148 backward 뒤쪽으로 178 conclude 결론짓다

149 come into play 작동하다, 활동하다 179 accuse A of B A를 B에 대해서 고발하다

150 more or less 어느 정도 180 bike frame 자전거 프레임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81 clearly 명백하게

182 discourage 실망시키다, 낙심하다

183 athlete 운동선수

184 attempt 시도

185 ban 금지하다

186 in order to V ~하기 위해서

187 preserve 보존하다

188 promote ~을 증진하다, 도모하다

189 core 핵, 핵심

190 governing body 이사회, 관리부

191 various 다양한

192 seek 찾다, 추구하다

193 measure 대책, 조치

194 prevent O from Ving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195 weapon 무기

196 progress 진보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3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hat's up? 31 flexibility

2 own 32 from side to side

3 twice 33 ultimately

4 lose weight 34 physics

5 stiff 35 A as well as B

6 application 36 refer to

7 regularly 37 Tug of war

8 adjust 38 the early 1990s

9 length 39 astronaut

10 plenty of 40 golf club

11 as well 41 competitor

12 terrific 42 compete

13 available 43 the men's singles

14 precise 44 luge

15 graceful 45
set a new world
record

16 probably 46 shortly

17 lyrics 47 be about to R

18 competition 48 extremely

19 not ~ any longer 49 onto

20 union 50 accelerate

21 announce 51 spiked

22 distracting 52 indeed

23 judge 53 explosive

24 archery 54 freestyle

25 be into 55 in a minute

26 among others 56 expectation

27 paradox 57 human being

28 aim 58 be capable of

29 off target 59 through

30 end up 60 sprinter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atcher 91 among

62 precision 92 expert

63 whatever 93 predict

64 govern 94 probably

65 explain 95 method

66
break the world
record

96 curler

67 clock(동사) 97 sweep

68 adult 98 broom

69 cheetah 99 furiously

70 limit(명사) 100 slide

71 influence 101 a sheet of ice

72 this is why 102 settle into

73
the + 형용사, the + 형
용사

103 house

74 in the air 104 bump(동사)

75 , which 105 fist

76 reduce 106 indicate

77 the number of 107 expect

78 therefore 108 according to

79 maximum 109
Newton's first law of
motion

80 attain 110 curl

81 combination 111 even though

82 apply 112 direct(동사)

83 stride 113 rub

84 frequency 114 generate

85 optimal 115 friction

86 unfortunately 116 result in

87 depend on 117 aim

88 length 118 opponent

89 factor 119 strategic

90 vary 120 element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direction 151 scoop

122 strategy 152 inward

123 melt 153 toward

124 stitch(명사) 154 effectively

125 batter 155 net(형용사)

126 the stands 156 further

127 reach up 157 release

128 spectator 158 pitcher

129 clap 159 intend

130 smooth 160 shading

131 leather 161 represent

132 purpose 162 weaken

133 other than 163 doping

134 typical 164 involve

135 double hand stitch 165 illegally

136 more than 166 gain

137 decorative 167 advantage

138 function(명사) 168 advance(동사)

139 actually 169 not only A but also B

140 affect 170 equipment

141 flight 171 term

142 accurately 172 coin(동사)

143 object 173 refer to

144 air pressure 174 competition

145 thin 175 out of

146 drag 176 particular

147 literally 177 investigation

148 backward 178 conclude

149 come into play 179 accuse A of B

150 more or less 180 bike frame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81 clearly

182 discourage

183 athlete

184 attempt

185 ban

186 in order to V

187 preserve

188 promote

189 core

190 governing body

191 various

192 seek

193 measure

194 prevent O from Ving

195 weapon

196 progress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3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reestyle 31 batter

2 refer to 32 backward

3 in order to V 33 accelerate

4 weapon 34 probably

5 athlete 35 stitch(명사)

6 onto 36 golf club

7
Newton's first law of
motion

37
the + 형용사, the + 형
용사

8 advantage 38 length

9 curl 39 fist

10 depend on 40 reduce

11 house 41 archery

12 melt 42 term

13 gain 43 coin(동사)

14 illegally 44 core

15 promote 45 competition

16 be capable of 46 literally

17 furiously 47 What's up?

18 catcher 48 element

19 precision 49 sprinter

20 affect 50 application

21
break the world
record

51 paradox

22 graceful 52 intend

23 shading 53 be about to R

24 direction 54 explosive

25 governing body 55 pitcher

26 out of 56 influence

27 physics 57 weaken

28 end up 58 competitor

29 refer to 59 terrific

30 typical 60 friction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3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자유형 31 (야구의) 타자

2 언급하다 32 뒤쪽으로

3 ~하기 위해서 33 빨라지다, 가속하다

4 무기 34 아마

5 운동선수 35 실밥

6 ~위로 36 골프채

7 뉴턴의 운동의 제1법칙 37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

다

8 이점, 장점 38 길이

9 휘어지다 39 주먹

10 ~에 의존하다 40 줄이다

11 (컬링 경기의 가운데) 원 41 양궁

12 녹이다 42 용어

13 얻다 43 신조어를 만들다

14 불법적으로 44 핵, 핵심

15 ~을 증진하다, 도모하다 45 경쟁, 대회

16 ~를 할 수 있다 46 글자그대로

17 맹렬하게 47 무슨 일이야?

18 (야구의) 포수 48 요소

19 정확성 49
단거리 달리기 선수, 스프

린터

20 영향을 주다 50
지원(서), 적용, 바르기, 응

용프로그램

21 세계 기록을 깨다 51 역설

22 우아한 52 의도하다

23 음영 53 막 ~하려고 하다

24 방향 54 폭발적인, 폭발

25 이사회, 관리부 55 (야구) 투수

26 ~중에서 56 영향을 끼치다

27 물리학 57 약하게 하다

28 결국 ~로 끝나다 58 경쟁자

29
~를 칭하다, 말하다, 언급

하다
59 훌륭한

30 일반적인 60 마찰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3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reestyle 31 batter

2 refer to 32 backward

3 in order to V 33 accelerate

4 weapon 34 probably

5 athlete 35 stitch(명사)

6 ~위로 36 골프채

7 뉴턴의 운동의 제1법칙 37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

다

8 이점, 장점 38 길이

9 휘어지다 39 주먹

10 ~에 의존하다 40 줄이다

11 house 41 archery

12 melt 42 term

13 gain 43 coin(동사)

14 illegally 44 core

15 promote 45 competition

16 ~를 할 수 있다 46 글자그대로

17 맹렬하게 47 무슨 일이야?

18 (야구의) 포수 48 요소

19 정확성 49
단거리 달리기 선수, 스프

린터

20 영향을 주다 50
지원(서), 적용, 바르기, 응

용프로그램

21
break the world
record

51 paradox

22 graceful 52 intend

23 shading 53 be about to R

24 direction 54 explosive

25 governing body 55 pitcher

26 ~중에서 56 영향을 끼치다

27 물리학 57 약하게 하다

28 결국 ~로 끝나다 58 경쟁자

29
~를 칭하다, 말하다, 언급

하다
59 훌륭한

30 일반적인 60 마찰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3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reestyle 자유형 31 batter (야구의) 타자

2 refer to 언급하다 32 backward 뒤쪽으로

3 in order to V ~하기 위해서 33 accelerate 빨라지다, 가속하다

4 weapon 무기 34 probably 아마

5 athlete 운동선수 35 stitch(명사) 실밥

6 onto ~위로 36 golf club 골프채

7
Newton's first law of
motion

뉴턴의 운동의 제1법칙 37
the + 형용사, the + 형
용사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

다

8 advantage 이점, 장점 38 length 길이

9 curl 휘어지다 39 fist 주먹

10 depend on ~에 의존하다 40 reduce 줄이다

11 house (컬링 경기의 가운데) 원 41 archery 양궁

12 melt 녹이다 42 term 용어

13 gain 얻다 43 coin(동사) 신조어를 만들다

14 illegally 불법적으로 44 core 핵, 핵심

15 promote ~을 증진하다, 도모하다 45 competition 경쟁, 대회

16 be capable of ~를 할 수 있다 46 literally 글자그대로

17 furiously 맹렬하게 47 What's up? 무슨 일이야?

18 catcher (야구의) 포수 48 element 요소

19 precision 정확성 49 sprinter
단거리 달리기 선수, 스프

린터

20 affect 영향을 주다 50 application
지원(서), 적용, 바르기, 응

용프로그램

21
break the world
record

세계 기록을 깨다 51 paradox 역설

22 graceful 우아한 52 intend 의도하다

23 shading 음영 53 be about to R 막 ~하려고 하다

24 direction 방향 54 explosive 폭발적인, 폭발

25 governing body 이사회, 관리부 55 pitcher (야구) 투수

26 out of ~중에서 56 influence 영향을 끼치다

27 physics 물리학 57 weaken 약하게 하다

28 end up 결국 ~로 끝나다 58 competitor 경쟁자

29 refer to
~를 칭하다, 말하다, 언급

하다
59 terrific 훌륭한

30 typical 일반적인 60 friction 마찰

영어1 비상 홍민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