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ield 분야 31 in addition 게다가

2 inspire 영감을 주다 32 certain 특정한

3 visual 시각적인 33 be associated with ~와 관련되다

4 representation 표현 34 particular 특별한

5 likewise 마찬가지로 35 triangle 삼각형

6 almost 거의 36 represent 나타내다, 표시하다

7 shape 모양 37 aggressive 공격적인

8 furthermore 게다가 38 square 사각형

9 poem (문학) 시 39 calm(형용사) 차분한

10 auditory 청각의 40 mood 기분, 분위기

11 interaction 상호작용 41 stroke(동사) (획을) 긋다

12 between ~사이에 42 intend 의도하다

13 unexpected 예상치 못한 43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14 result 결과 44 a series of 일련의

15 produce 만들어내다 45 musical note (음악의) 음표

16 emotional 정서적인 46 reflect 반영하다

17 influence 영향 47 inspiration 영감

18 play a key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다 48 composer 작곡가

19 expressionist 표현주의자 49 description 설명, 묘사

20 law 법 50 frequently 빈번히

21 economics 경제학 51 perform 연주하다, 공연하다

22 successful 성공적인 52 compose 구성하다, 쓰다

23 career 직업, 경력 53 effort 노력

24 unusual 특이한 54 capture 사로잡다

25 as if 마치 ~인 것 처럼 55 memorial 기념의, 추모의

26 wild 역동적인 56 exhibition 전시회

27 appear 나타나다, 등장하다 57 suite 모음곡

28 closely 면밀히 58 movement (음악의) 악장

29 tie 묶다 59 describe 묘사하다

30 link(동사) 연결하다 60 display 전시하다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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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translate A into B A를 B로 옮기다, 번역하다

62 play(명사) 희곡, 연극

63 imaginary 가상의, 상상의

64 known for ~로 알려진

65 dreamy color 몽환적인 색채

66 move 감동시키다

67 figure(명사) 인물, 모습

68 recreate 다시 만들어내다, 재현하다

69 dreamlike 꿈같은, 몽환적인

70 atmosphere 분위기, 대기

71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72 sentence 문장

73 own(형용사) 자신의

74 originally 원래, 처음에

75 breathe in 숨을 들이쉬다

76 breathe out 숨을 내쉬다

77 breather 호흡자

78 intake 들이 마신 것

79 stimulate 자극하다

80 novel(형용사) 새로운, 참신한

81 interpret 해석하다

82 accordingly 따라서

83 notice 알아차리다

84 each other 서로서로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8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ield 31 in addition

2 inspire 32 certain

3 visual 33 be associated with

4 representation 34 particular

5 likewise 35 triangle

6 almost 36 represent

7 shape 37 aggressive

8 furthermore 38 square

9 poem 39 calm(형용사)

10 auditory 40 mood

11 interaction 41 stroke(동사)

12 between 42 intend

13 unexpected 43 turn A into B

14 result 44 a series of

15 produce 45 musical note

16 emotional 46 reflect

17 influence 47 inspiration

18 play a key role 48 composer

19 expressionist 49 description

20 law 50 frequently

21 economics 51 perform

22 successful 52 compose

23 career 53 effort

24 unusual 54 capture

25 as if 55 memorial

26 wild 56 exhibition

27 appear 57 suite

28 closely 58 movement

29 tie 59 describe

30 link(동사) 60 display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8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translate A into B

62 play(명사)

63 imaginary

64 known for

65 dreamy color

66 move

67 figure(명사)

68 recreate

69 dreamlike

70 atmosphere

71 although

72 sentence

73 own(형용사)

74 originally

75 breathe in

76 breathe out

77 breather

78 intake

79 stimulate

80 novel(형용사)

81 interpret

82 accordingly

83 notice

84 each other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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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flect 31 closely

2 play a key role 32 perform

3 representation 33 own(형용사)

4 accordingly 34 visual

5 inspire 35 intake

6 each other 36 career

7 aggressive 37 almost

8 wild 38 frequently

9 unexpected 39 produce

10 inspiration 40 compose

11 particular 41 link(동사)

12 stimulate 42 breather

13 turn A into B 43 musical note

14 sentence 44 although

15 interaction 45 intend

16 represent 46 mood

17 novel(형용사) 47 triangle

18 breathe in 48 certain

19 successful 49 originally

20 notice 50 result

21 describe 51 be associated with

22 likewise 52 play(명사)

23 breathe out 53 stroke(동사)

24 dreamy color 54 memorial

25 emotional 55 field

26 influence 56 effort

27 poem 57 atmosphere

28 a series of 58 in addition

29 known for 59 calm(형용사)

30 composer 60 between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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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반영하다 31 면밀히

2 중요한 역할을 하다 32 연주하다, 공연하다

3 표현 33 자신의

4 따라서 34 시각적인

5 영감을 주다 35 들이 마신 것

6 서로서로 36 직업, 경력

7 공격적인 37 거의

8 역동적인 38 빈번히

9 예상치 못한 39 만들어내다

10 영감 40 구성하다, 쓰다

11 특별한 41 연결하다

12 자극하다 42 호흡자

13 A를 B로 바꾸다 43 (음악의) 음표

14 문장 44 비록 ~일지라도

15 상호작용 45 의도하다

16 나타내다, 표시하다 46 기분, 분위기

17 새로운, 참신한 47 삼각형

18 숨을 들이쉬다 48 특정한

19 성공적인 49 원래, 처음에

20 알아차리다 50 결과

21 묘사하다 51 ~와 관련되다

22 마찬가지로 52 희곡, 연극

23 숨을 내쉬다 53 (획을) 긋다

24 몽환적인 색채 54 기념의, 추모의

25 정서적인 55 분야

26 영향 56 노력

27 (문학) 시 57 분위기, 대기

28 일련의 58 게다가

29 ~로 알려진 59 차분한

30 작곡가 60 ~사이에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8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flect 31 closely

2 play a key role 32 perform

3 representation 33 own(형용사)

4 accordingly 34 visual

5 inspire 35 intake

6 서로서로 36 직업, 경력

7 공격적인 37 거의

8 역동적인 38 빈번히

9 예상치 못한 39 만들어내다

10 영감 40 구성하다, 쓰다

11 particular 41 link(동사)

12 stimulate 42 breather

13 turn A into B 43 musical note

14 sentence 44 although

15 interaction 45 intend

16 나타내다, 표시하다 46 기분, 분위기

17 새로운, 참신한 47 삼각형

18 숨을 들이쉬다 48 특정한

19 성공적인 49 원래, 처음에

20 알아차리다 50 결과

21 describe 51 be associated with

22 likewise 52 play(명사)

23 breathe out 53 stroke(동사)

24 dreamy color 54 memorial

25 emotional 55 field

26 영향 56 노력

27 (문학) 시 57 분위기, 대기

28 일련의 58 게다가

29 ~로 알려진 59 차분한

30 작곡가 60 ~사이에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8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flect 반영하다 31 closely 면밀히

2 play a key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다 32 perform 연주하다, 공연하다

3 representation 표현 33 own(형용사) 자신의

4 accordingly 따라서 34 visual 시각적인

5 inspire 영감을 주다 35 intake 들이 마신 것

6 each other 서로서로 36 career 직업, 경력

7 aggressive 공격적인 37 almost 거의

8 wild 역동적인 38 frequently 빈번히

9 unexpected 예상치 못한 39 produce 만들어내다

10 inspiration 영감 40 compose 구성하다, 쓰다

11 particular 특별한 41 link(동사) 연결하다

12 stimulate 자극하다 42 breather 호흡자

13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43 musical note (음악의) 음표

14 sentence 문장 44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15 interaction 상호작용 45 intend 의도하다

16 represent 나타내다, 표시하다 46 mood 기분, 분위기

17 novel(형용사) 새로운, 참신한 47 triangle 삼각형

18 breathe in 숨을 들이쉬다 48 certain 특정한

19 successful 성공적인 49 originally 원래, 처음에

20 notice 알아차리다 50 result 결과

21 describe 묘사하다 51 be associated with ~와 관련되다

22 likewise 마찬가지로 52 play(명사) 희곡, 연극

23 breathe out 숨을 내쉬다 53 stroke(동사) (획을) 긋다

24 dreamy color 몽환적인 색채 54 memorial 기념의, 추모의

25 emotional 정서적인 55 field 분야

26 influence 영향 56 effort 노력

27 poem (문학) 시 57 atmosphere 분위기, 대기

28 a series of 일련의 58 in addition 게다가

29 known for ~로 알려진 59 calm(형용사) 차분한

30 composer 작곡가 60 between ~사이에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