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nter 입학하다 31 point (길을) 알려 주다

2 nervous 긴장되는, 초조한 32 pressure 압박(감), 스트레스

3 stress
1. 스트레스, 압박 2. 강조,

강조하다
33 anxiety 불안, 염려

4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함께 34 direction 방향

5 advice 조언, 충고 35 excitement 흥분, 신남

6 worry 걱정하다 36 highs and lows 고저, 기복

7 alone 홀로, 단독으로 37 each and every 하나도 빠짐없이

8 set 설정하다, 세우다 38 demanding 부담이 큰, 힘든

9
set

goals[standards/aims/
목표를 세우다 39 go through

1. ~을 겪다 2. ~을 살펴보

다, 조사하다 3. ~을 다 써

10 goal 목표 40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은 말할 것[나위]도 없다

11 fly
1. (시간이) 아주 빨리 가다

2. 날다 3. 타다, 조종하다
41 seek 1. 청하다, 구하다 2. 찾다

12 compete 경쟁하다 42 respect 존중하다

13 compete with ~와 겨루다, 경쟁하다 43
the student body
president

총학생회장

14 sure to RV 반드시 ~하는 44 in store 예비된, 닥쳐올

15 memorize 암기하다 45 greatness 위대(함)

16 successful 성공적인 46 matter 중요하다

17 pace (걸음·달리기·움직임의)속도 47 path 길, 경로

18 at your own pace 당신의 속도대로 48 at the moment
(현재형으로) 지금으로서

는; (과거형으로) (마침) 그

19 instead of ~ 대신에 49 accomplish 성취하다, 해내다

20 further (거리상으로) 더 멀리에[로] 50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21 involve 참여시키다 51 value
가치 있게 여기다, 중시하

다, 가치

22 get involved ~에 관여하다 52 positive 긍정적인

23 opportunity 기회 53 attitude 태도, 사고방식

24 passionate 열정적인 54 make a mistake 실수하다

25 fear 두려움, 공포 55 optimistic 낙관적인

26 failure 실패 56 team up 한 팀이 되다[협력하다]

27 fail 실패하다 57 harmony 1. 조화 2. 화음

28 give it a try 시도하다, 한 번 해보다 58 in harmony with~ ~와 조화를 이루며

29 get the most out of …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다 59 common
1. 공동의, 공통의 2. 흔한

3. 보통의, 평범한

30 believe it or not
믿기 힘들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60 result 결과

영어 동아 (이병민)

https://likasuni.tistory.com/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imagination 상상(력)

62 conductor 지휘자

63 society 사회

64 yield
1.내다[산출/생산하다] 2.

항복하다 3. 넘겨주다

65 wild
1. 특이한, 엉뚱한, 유별난

2. 야생의 3. 자연 그대로의

66 recognize 인정하다, 깨닫다

67 strength 장점

68 assign
(일·책임 등을) 맡기다[배정

하다/부과하다]

69 appropriate 적절한, 적합한

70 management (사람·상황의) 관리 (능력)

71 communication 의사소통

72 according to~ (진술·기록 등에) 따르면

73 resource 자원

74 peer 또래

영어 동아 (이병민)

https://likasuni.tistory.com/



제 1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nter 31 point

2 nervous 32 pressure

3 stress 33 anxiety

4 at the same time 34 direction

5 advice 35 excitement

6 worry 36 highs and lows

7 alone 37 each and every

8 set 38 demanding

9
set

goals[standards/aims/
39 go through

10 goal 40
It goes without saying
that...

11 fly 41 seek

12 compete 42 respect

13 compete with 43
the student body
president

14 sure to RV 44 in store

15 memorize 45 greatness

16 successful 46 matter

17 pace 47 path

18 at your own pace 48 at the moment

19 instead of 49 accomplish

20 further 50 for the time being

21 involve 51 value

22 get involved 52 positive

23 opportunity 53 attitude

24 passionate 54 make a mistake

25 fear 55 optimistic

26 failure 56 team up

27 fail 57 harmony

28 give it a try 58 in harmony with~

29 get the most out of 59 common

30 believe it or not 60 result

영어 동아 (이병민)

https://likasuni.tistory.com/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imagination

62 conductor

63 society

64 yield

65 wild

66 recognize

67 strength

68 assign

69 appropriate

70 management

71 communication

72 according to~

73 resource

74 peer

영어 동아 (이병민)

https://likasuni.tistory.com/



제 1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opportunity 31 conductor

2 alone 32 advice

3 involve 33 passionate

4 appropriate 34 according to~

5 give it a try 35 at the moment

6 path 36 goal

7 instead of 37 accomplish

8 set 38 strength

9 pressure 39 respect

10 in store 40 go through

11 optimistic 41 wild

12 yield 42 demanding

13 compete with 43 enter

14 point 44 society

15 further 45 management

16 pace 46 successful

17 greatness 47 fly

18 make a mistake 48 recognize

19 communication 49
set
goals[standards/aims/

20
It goes without saying
that...

50 result

21 fail 51 harmony

22 team up 52 fear

23
the student body

president
53 highs and lows

24 direction 54 nervous

25 imagination 55 each and every

26 seek 56 resource

27 attitude 57 assign

28 at your own pace 58 at the same time

29 common 59 worry

30 get the most out of 60 stress

영어 동아 (이병민)

https://likasuni.tistory.com/



제 1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기회 31 지휘자

2 홀로, 단독으로 32 조언, 충고

3 참여시키다 33 열정적인

4 적절한, 적합한 34 (진술·기록 등에) 따르면

5 시도하다, 한 번 해보다 35
(현재형으로) 지금으로서

는; (과거형으로) (마침) 그

6 길, 경로 36 목표

7 ~ 대신에 37 성취하다, 해내다

8 설정하다, 세우다 38 장점

9 압박(감), 스트레스 39 존중하다

10 예비된, 닥쳐올 40
1. ~을 겪다 2. ~을 살펴보

다, 조사하다 3. ~을 다 써

11 낙관적인 41
1. 특이한, 엉뚱한, 유별난

2. 야생의 3. 자연 그대로의

12
1.내다[산출/생산하다] 2.

항복하다 3. 넘겨주다
42 부담이 큰, 힘든

13 ~와 겨루다, 경쟁하다 43 입학하다

14 (길을) 알려 주다 44 사회

15 (거리상으로) 더 멀리에[로] 45 (사람·상황의) 관리 (능력)

16 (걸음·달리기·움직임의)속도 46 성공적인

17 위대(함) 47
1. (시간이) 아주 빨리 가다

2. 날다 3. 타다, 조종하다

18 실수하다 48 인정하다, 깨닫다

19 의사소통 49 목표를 세우다

20 …은 말할 것[나위]도 없다 50 결과

21 실패하다 51 1. 조화 2. 화음

22 한 팀이 되다[협력하다] 52 두려움, 공포

23 총학생회장 53 고저, 기복

24 방향 54 긴장되는, 초조한

25 상상(력) 55 하나도 빠짐없이

26 1. 청하다, 구하다 2. 찾다 56 자원

27 태도, 사고방식 57
(일·책임 등을) 맡기다[배정

하다/부과하다]

28 당신의 속도대로 58 동시에, 함께

29
1. 공동의, 공통의 2. 흔한

3. 보통의, 평범한
59 걱정하다

30 …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다 60
1. 스트레스, 압박 2. 강조,

강조하다

영어 동아 (이병민)

https://likasuni.tistory.com/



제 1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opportunity 31 conductor

2 alone 32 advice

3 involve 33 passionate

4 appropriate 34 according to~

5 give it a try 35 at the moment

6 길, 경로 36 목표

7 ~ 대신에 37 성취하다, 해내다

8 설정하다, 세우다 38 장점

9 압박(감), 스트레스 39 존중하다

10 예비된, 닥쳐올 40
1. ~을 겪다 2. ~을 살펴보

다, 조사하다 3. ~을 다 써

11 optimistic 41 wild

12 yield 42 demanding

13 compete with 43 enter

14 point 44 society

15 further 45 management

16 (걸음·달리기·움직임의)속도 46 성공적인

17 위대(함) 47
1. (시간이) 아주 빨리 가다

2. 날다 3. 타다, 조종하다

18 실수하다 48 인정하다, 깨닫다

19 의사소통 49 목표를 세우다

20 …은 말할 것[나위]도 없다 50 결과

21 fail 51 harmony

22 team up 52 fear

23
the student body

president
53 highs and lows

24 direction 54 nervous

25 imagination 55 each and every

26 1. 청하다, 구하다 2. 찾다 56 자원

27 태도, 사고방식 57
(일·책임 등을) 맡기다[배정

하다/부과하다]

28 당신의 속도대로 58 동시에, 함께

29
1. 공동의, 공통의 2. 흔한

3. 보통의, 평범한
59 걱정하다

30 …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다 60
1. 스트레스, 압박 2. 강조,

강조하다

영어 동아 (이병민)

https://likasuni.tistory.com/



제 1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opportunity 기회 31 conductor 지휘자

2 alone 홀로, 단독으로 32 advice 조언, 충고

3 involve 참여시키다 33 passionate 열정적인

4 appropriate 적절한, 적합한 34 according to~ (진술·기록 등에) 따르면

5 give it a try 시도하다, 한 번 해보다 35 at the moment
(현재형으로) 지금으로서

는; (과거형으로) (마침) 그

6 path 길, 경로 36 goal 목표

7 instead of ~ 대신에 37 accomplish 성취하다, 해내다

8 set 설정하다, 세우다 38 strength 장점

9 pressure 압박(감), 스트레스 39 respect 존중하다

10 in store 예비된, 닥쳐올 40 go through
1. ~을 겪다 2. ~을 살펴보

다, 조사하다 3. ~을 다 써

11 optimistic 낙관적인 41 wild
1. 특이한, 엉뚱한, 유별난

2. 야생의 3. 자연 그대로의

12 yield
1.내다[산출/생산하다] 2.

항복하다 3. 넘겨주다
42 demanding 부담이 큰, 힘든

13 compete with ~와 겨루다, 경쟁하다 43 enter 입학하다

14 point (길을) 알려 주다 44 society 사회

15 further (거리상으로) 더 멀리에[로] 45 management (사람·상황의) 관리 (능력)

16 pace (걸음·달리기·움직임의)속도 46 successful 성공적인

17 greatness 위대(함) 47 fly
1. (시간이) 아주 빨리 가다

2. 날다 3. 타다, 조종하다

18 make a mistake 실수하다 48 recognize 인정하다, 깨닫다

19 communication 의사소통 49
set
goals[standards/aims/

목표를 세우다

20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은 말할 것[나위]도 없다 50 result 결과

21 fail 실패하다 51 harmony 1. 조화 2. 화음

22 team up 한 팀이 되다[협력하다] 52 fear 두려움, 공포

23
the student body

president
총학생회장 53 highs and lows 고저, 기복

24 direction 방향 54 nervous 긴장되는, 초조한

25 imagination 상상(력) 55 each and every 하나도 빠짐없이

26 seek 1. 청하다, 구하다 2. 찾다 56 resource 자원

27 attitude 태도, 사고방식 57 assign
(일·책임 등을) 맡기다[배정

하다/부과하다]

28 at your own pace 당신의 속도대로 58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함께

29 common
1. 공동의, 공통의 2. 흔한

3. 보통의, 평범한
59 worry 걱정하다

30 get the most out of …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다 60 stress
1. 스트레스, 압박 2. 강조,

강조하다

영어 동아 (이병민)

https://likasuni.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