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31 alarm system 경보 시스템

2 chase (뒤)쫓다 32 go back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3 sweat 땀(이 나다) 33 primitive 원시적인

4 in the middle of ~의 도중에, 중간에 34 involuntary 비 자발적인

5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 35 response 반응

6 lift (위로) 들어 올리다 36 ancestor 조상

7 sound(동사) 들리다 37 protect 보호하다

8 ill 아픈, 병든 38 predator 포식자

9 highly 아주, 매우 39 threat 위협

10 be likely that S + V ~일 것 같다 40 save 구하다

11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41 turn on 켜다

12 bring up 꺼내다, 불러오다 42 emergency 응급

13 adult 어른, 성인 43 release 내보내다, 방출하다

14 suffer from ~으로 고통 받다 44 hormone 호르몬

15 without ~없이 45 heart rate 심장박동수

16 at least 적어도 46 increase 증가시키다

17 under stress 스트레스 받고 있는 47 blood pressure 혈압

18 forward 앞쪽으로 48 boost 신장시키다, 높이다

19 else 또 다른, 그 밖의 49 prepare 준비하다

20 manage 관리하다 50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21 issue 문제, 사안 51 expert 전문가

22 informative 유용한 정보를 주는 52 fight-or-flight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23 management 관리 53 race 인종

24 specialize in ~를 전공으로 하다 54 survive 살아남다

25 saying 격언 55 environment 환경

26 enemy 적 56 not always 항상 ~는 아니다

27 disease 질병 57 essential 필수적인

28 reaction 반응 58 strength 힘

29 almost 거의 59 alertness 기민함, 각성, 경계

30 in fact 사실 60 gather 모으다

영어 1 YBM (박준언)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face(동사) 직면하다 91 physical 신체적인

62 deadline 마감일 92 literally 글자그대로

63 achieve 성취하다 93 extra 추가적인

64 remain ~한 상태로 남다 94 replace 대체하다

65 get rid of 제거하다 95 strike a balance 균형을 유지하다

66 source 원천 96 compare 비교하다

67 matter(명사) 일, 문제 97 vary 다양하다

68 either A or B A,B 둘 중 하나 98 emotion 감정

69 survival 생존 99 concern 걱정

70 crisis 위기 100 unite 통합하다

71 come to an end 끝나다 101 youth 젊은이

72 instantly 즉각적으로 102 independent 독립적인

73 resolve 해결하다 103 transition 변화, 변천

74 used to V ~하곤 했다, ~이곤 했다 104 uncertainty 불확실성

75 bump into (우연히) 마주치다 105 imbalance 불균형

76 assignment 과제 106 huge 엄청난

77 due 만기일인 107 anxiety 불안, 걱정

78 build up 쌓이다 108 keep in mind 명심하다

79 stomach 위, 배 109 eventually 결국

80 stop Ving ~하던 것을 멈추다 110 avoid 피하다

81 work 작동하다 111 realistic 현실적인

82 upset (속이) 좋지 않은 112 extreme 극도의, 극심한

83 as if 마치 ~인 것 처럼 113 deep breath 심호흡

84 tie up in knots 매듭으로 꼬여있다 114 oxygen 산소

85 restless
잠 못 이루는, 제대로 쉬지

못하는
115 mineral 미네랄, 광물질, 무기물

86 have difficulty V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116 relieve 덜어주다, 경감시키다

87 harm 해로움을 끼치다 117
(문장 맨 뒤에 있는)
as well

또한

88 skip 거르다, 건너뛰다 118 overwhelming 압도적인, 견디기 어려운

89 drag 끌다 119 hesitate 주저하다, 망설이다

90 afterward 나중에 120 ask for ~을 요청하다

영어 1 YBM (박준언)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trustworthy 신뢰할 수 있는

122 counselor 상담가

영어 1 YBM (박준언)



제 1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keep Ving 31 alarm system

2 chase 32 go back

3 sweat 33 primitive

4 in the middle of 34 involuntary

5 so ~ that ~ 35 response

6 lift 36 ancestor

7 sound(동사) 37 protect

8 ill 38 predator

9 highly 39 threat

10 be likely that S + V 40 save

11 although 41 turn on

12 bring up 42 emergency

13 adult 43 release

14 suffer from 44 hormone

15 without 45 heart rate

16 at least 46 increase

17 under stress 47 blood pressure

18 forward 48 boost

19 else 49 prepare

20 manage 50 deal with

21 issue 51 expert

22 informative 52 fight-or-flight

23 management 53 race

24 specialize in 54 survive

25 saying 55 environment

26 enemy 56 not always

27 disease 57 essential

28 reaction 58 strength

29 almost 59 alertness

30 in fact 60 gather

영어 1 YBM (박준언)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face(동사) 91 physical

62 deadline 92 literally

63 achieve 93 extra

64 remain 94 replace

65 get rid of 95 strike a balance

66 source 96 compare

67 matter(명사) 97 vary

68 either A or B 98 emotion

69 survival 99 concern

70 crisis 100 unite

71 come to an end 101 youth

72 instantly 102 independent

73 resolve 103 transition

74 used to V 104 uncertainty

75 bump into 105 imbalance

76 assignment 106 huge

77 due 107 anxiety

78 build up 108 keep in mind

79 stomach 109 eventually

80 stop Ving 110 avoid

81 work 111 realistic

82 upset 112 extreme

83 as if 113 deep breath

84 tie up in knots 114 oxygen

85 restless 115 mineral

86 have difficulty Ving 116 relieve

87 harm 117
(문장 맨 뒤에 있는)
as well

88 skip 118 overwhelming

89 drag 119 hesitate

90 afterward 120 ask for

영어 1 YBM (박준언)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trustworthy

122 counselor

영어 1 YBM (박준언)



제 1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lertness 31 physical

2 almost 32 ancestor

3 management 33 youth

4 used to V 34 unite

5 restless 35 imbalance

6 hesitate 36 trustworthy

7 have difficulty Ving 37 save

8 remain 38 instantly

9 expert 39 build up

10
(문장 맨 뒤에 있는)
as well

40 survive

11 upset 41 threat

12 deal with 42 harm

13 relieve 43 turn on

14 highly 44 protect

15 under stress 45 else

16 achieve 46 matter(명사)

17 essential 47 emotion

18 ill 48 chase

19 vary 49 strike a balance

20 assignment 50 issue

21 primitive 51 avoid

22 source 52 replace

23 adult 53 forward

24 enemy 54 drag

25 counselor 55 fight-or-flight

26 afterward 56 environment

27 strength 57 so ~ that ~

28 stomach 58 lift

29 reaction 59 independent

30 in the middle of 60 due

영어 1 YBM (박준언)



제 1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기민함, 각성, 경계 31 신체적인

2 거의 32 조상

3 관리 33 젊은이

4 ~하곤 했다, ~이곤 했다 34 통합하다

5
잠 못 이루는, 제대로 쉬지

못하는
35 불균형

6 주저하다, 망설이다 36 신뢰할 수 있는

7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37 구하다

8 ~한 상태로 남다 38 즉각적으로

9 전문가 39 쌓이다

10 또한 40 살아남다

11 (속이) 좋지 않은 41 위협

12 다루다, 처리하다 42 해로움을 끼치다

13 덜어주다, 경감시키다 43 켜다

14 아주, 매우 44 보호하다

15 스트레스 받고 있는 45 또 다른, 그 밖의

16 성취하다 46 일, 문제

17 필수적인 47 감정

18 아픈, 병든 48 (뒤)쫓다

19 다양하다 49 균형을 유지하다

20 과제 50 문제, 사안

21 원시적인 51 피하다

22 원천 52 대체하다

23 어른, 성인 53 앞쪽으로

24 적 54 끌다

25 상담가 55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26 나중에 56 환경

27 힘 57 너무 ~해서 ~하다

28 위, 배 58 (위로) 들어 올리다

29 반응 59 독립적인

30 ~의 도중에, 중간에 60 만기일인

영어 1 YBM (박준언)



제 1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lertness 31 physical

2 almost 32 ancestor

3 management 33 youth

4 used to V 34 unite

5 restless 35 imbalance

6 주저하다, 망설이다 36 신뢰할 수 있는

7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37 구하다

8 ~한 상태로 남다 38 즉각적으로

9 전문가 39 쌓이다

10 또한 40 살아남다

11 upset 41 threat

12 deal with 42 harm

13 relieve 43 turn on

14 highly 44 protect

15 under stress 45 else

16 성취하다 46 일, 문제

17 필수적인 47 감정

18 아픈, 병든 48 (뒤)쫓다

19 다양하다 49 균형을 유지하다

20 과제 50 문제, 사안

21 primitive 51 avoid

22 source 52 replace

23 adult 53 forward

24 enemy 54 drag

25 counselor 55 fight-or-flight

26 나중에 56 환경

27 힘 57 너무 ~해서 ~하다

28 위, 배 58 (위로) 들어 올리다

29 반응 59 독립적인

30 ~의 도중에, 중간에 60 만기일인

영어 1 YBM (박준언)



제 1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lertness 기민함, 각성, 경계 31 physical 신체적인

2 almost 거의 32 ancestor 조상

3 management 관리 33 youth 젊은이

4 used to V ~하곤 했다, ~이곤 했다 34 unite 통합하다

5 restless
잠 못 이루는, 제대로 쉬지

못하는
35 imbalance 불균형

6 hesitate 주저하다, 망설이다 36 trustworthy 신뢰할 수 있는

7 have difficulty V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37 save 구하다

8 remain ~한 상태로 남다 38 instantly 즉각적으로

9 expert 전문가 39 build up 쌓이다

10
(문장 맨 뒤에 있는)
as well

또한 40 survive 살아남다

11 upset (속이) 좋지 않은 41 threat 위협

12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42 harm 해로움을 끼치다

13 relieve 덜어주다, 경감시키다 43 turn on 켜다

14 highly 아주, 매우 44 protect 보호하다

15 under stress 스트레스 받고 있는 45 else 또 다른, 그 밖의

16 achieve 성취하다 46 matter(명사) 일, 문제

17 essential 필수적인 47 emotion 감정

18 ill 아픈, 병든 48 chase (뒤)쫓다

19 vary 다양하다 49 strike a balance 균형을 유지하다

20 assignment 과제 50 issue 문제, 사안

21 primitive 원시적인 51 avoid 피하다

22 source 원천 52 replace 대체하다

23 adult 어른, 성인 53 forward 앞쪽으로

24 enemy 적 54 drag 끌다

25 counselor 상담가 55 fight-or-flight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26 afterward 나중에 56 environment 환경

27 strength 힘 57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

28 stomach 위, 배 58 lift (위로) 들어 올리다

29 reaction 반응 59 independent 독립적인

30 in the middle of ~의 도중에, 중간에 60 due 만기일인

영어 1 YBM (박준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