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commend 추천하다 31 mythology (특정 문화 등의) 신화

2 translate 번역[통역]하다 32 origin 기원, 근원

3 have a chat 이야기를 나누다 33 term 1. 용어, 말 2. 학기 3. 기간

4 talent show 장기자랑 34 refer to
~을 나타내다, ~와 관련 있

다

5 performance 공연 35 obsession 집착, 강박, 사로잡힘

6 art piece 미술 작품 36 one’s own 자기 자신의

7 exhibit 전시회 37 admiration 감탄, 찬양

8 work on ~에 애쓰다, 공을 들이다 38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

9 final touch 마무리 작업 39 be aware of
~을 알다, 알아차리다, 인

지하다

10 reflection (거울 등에 비친) 상, 모습 40 pursuit 추구, 추격

11 researcher 연구원, 조사원 41 author 저자, 작가

12 play a role 역할을 하다 42 fascinating 대단히 흥미로운, 매력적인

13 generation 세대, 동시대의 사람들 43 face-to-face 마주보는, 대면하는

14 statement 진술, 성명, 주장 44 turn out 밝혀지다, 드러나다

15 identity 정체성 45 interaction 상호작용

16 narcissistic 자기도취의, 자기애적인 46 struggle with ~로 고심하다, 애쓰다

17 characteristic 특징, 특질 47 describe 설명하다, 묘사하다

18 talkative
말하기를 좋아하는, 수다스

러운
48 key 1. 중요한 2. 열쇠

19 conversation 대화 49 indication 암시, 조짐

20 sign up for ~을 신청[가입]하다 50 dominant 우세한, 지배적인

21 career 직업, 진로, 경력 51 frequently 빈번하게

22 social event 사교 행사, 사교 모임 52 informal 비공식적인, 편안한

23 relation 관계 53 self awareness 자기 인식

24 advanced 고급의, 상급의 54 adolescence 청소년기, 미성년기

25 break the ice
딱딱한[서먹한] 분위기를

깨다
55 dialogue 대화

26 connected 연결된, 관련이 있는 56 typical 전형적인, 대표적인

27 approach 다가가다, 접근하다 57 reaction 반응

28 conversational 대화의, 대화상의 58 guilty 유죄의, 책임이 있는

29 be familiar with ~에 친숙하다, 익숙하다 59 pretend ~인 체 하다

30 Greek 그리스의, 그리스 사람의 60 sacrifice 1. 희생 2. 희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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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for the benefit of ~을 위해 91 to summarize 요약하자면

62 pleasure 기쁨, 즐거움 92 initiate 시작하다

63 cooperative
협동의, 협력적인, 협조적

인
93 charismatic 카리스마가 있는

64 competitive 경쟁적인, 경쟁심이 강한 94 conversationalist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대

화에 능한 사람

65 initiative 계획 95 draw out 끌어내다, 끄집어내다

66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전념하다 96 supportive
지지하는, 보조적인, 힘을

주는

67 response 반응, 대응 97
run[take/follow] its
course

자연스럽게 전개되다

68 form 형태, 방식 98 considerate 사려 깊은, 이해심이 있는

69 shift 1. 변화, 전환 2. 교대 근무 99 cherishable 소중히 간직할 만한

70 attempt 시도하다

71 turn 바꾸다, (화제 등을) 돌리다

72 opportunity 기회

73 point out
가리키다, 주목하다, 지적

하다

74 open up
~이 가능해지다, ~이 열려

있다

75 grab (관심, 눈길을) 끌다

76 necessarily 반드시, 불가피하게

77 matter
문제, 일; 중요하다, 문제가

되다

78 intent 의도, 전념하는, 몰두하는

79 bring back ~을 돌려주다

80 turn back 되돌아오다

81 capacity 1. 용량 2. 능력

82 definition 1. 정의 2. 선명도, 해상도

83 interject
(말 따위를) 불쑥 끼워 넣

다, 말참견을 하다

84 on the other hand 반면에

85 worth ~의 가치가 있는

86 be worth+명사/동명사 ~의 가치가 있다

87
be worthy of+명사/동
명사

~의 가치가 있다

88 function 기능

89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90 extra 추가의, 가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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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commend 31 mythology

2 translate 32 origin

3 have a chat 33 term

4 talent show 34 refer to

5 performance 35 obsession

6 art piece 36 one’s own

7 exhibit 37 admiration

8 work on 38 occur

9 final touch 39 be aware of

10 reflection 40 pursuit

11 researcher 41 author

12 play a role 42 fascinating

13 generation 43 face-to-face

14 statement 44 turn out

15 identity 45 interaction

16 narcissistic 46 struggle with

17 characteristic 47 describe

18 talkative 48 key

19 conversation 49 indication

20 sign up for 50 dominant

21 career 51 frequently

22 social event 52 informal

23 relation 53 self awareness

24 advanced 54 adolescence

25 break the ice 55 dialogue

26 connected 56 typical

27 approach 57 reaction

28 conversational 58 guilty

29 be familiar with 59 pretend

30 Greek 60 sacri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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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for the benefit of 91 to summarize

62 pleasure 92 initiate

63 cooperative 93 charismatic

64 competitive 94 conversationalist

65 initiative 95 draw out

66 concentrate on 96 supportive

67 response 97
run[take/follow] its
course

68 form 98 considerate

69 shift 99 cherishable

70 attempt

71 turn

72 opportunity

73 point out

74 open up

75 grab

76 necessarily

77 matter

78 intent

79 bring back

80 turn back

81 capacity

82 definition

83 interject

84 on the other hand

85 worth

86 be worth+명사/동명사

87
be worthy of+명사/동
명사

88 function

89 available

90 ex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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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or the benefit of 31 interject

2 be aware of 32 bring back

3 talkative 33 shift

4 admiration 34 adolescence

5 generation 35 turn out

6 art piece 36 pleasure

7 response 37 interaction

8 sign up for 38 pretend

9 conversation 39 on the other hand

10 occur 40 conversationalist

11 be familiar with 41
be worthy of+명사/동
명사

12 considerate 42 definition

13 sacrifice 43 struggle with

14 initiate 44 refer to

15 form 45 social event

16 attempt 46 characteristic

17 describe 47 turn back

18 researcher 48 matter

19 draw out 49 intent

20 term 50 worth

21 point out 51 relation

22 indication 52 extra

23 fascinating 53 be worth+명사/동명사

24 guilty 54 available

25 dominant 55 narcissistic

26 dialogue 56 talent show

27 statement 57 final touch

28 reflection 58 open up

29 have a chat 59 concentrate on

30 initiative 60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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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을 위해 31
(말 따위를) 불쑥 끼워 넣

다, 말참견을 하다

2
~을 알다, 알아차리다, 인

지하다
32 ~을 돌려주다

3
말하기를 좋아하는, 수다스

러운
33 1. 변화, 전환 2. 교대 근무

4 감탄, 찬양 34 청소년기, 미성년기

5 세대, 동시대의 사람들 35 밝혀지다, 드러나다

6 미술 작품 36 기쁨, 즐거움

7 반응, 대응 37 상호작용

8 ~을 신청[가입]하다 38 ~인 체 하다

9 대화 39 반면에

10 일어나다, 발생하다 40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대

화에 능한 사람

11 ~에 친숙하다, 익숙하다 41 ~의 가치가 있다

12 사려 깊은, 이해심이 있는 42 1. 정의 2. 선명도, 해상도

13 1. 희생 2. 희생하다 43 ~로 고심하다, 애쓰다

14 시작하다 44
~을 나타내다, ~와 관련 있

다

15 형태, 방식 45 사교 행사, 사교 모임

16 시도하다 46 특징, 특질

17 설명하다, 묘사하다 47 되돌아오다

18 연구원, 조사원 48
문제, 일; 중요하다, 문제가

되다

19 끌어내다, 끄집어내다 49 의도, 전념하는, 몰두하는

20 1. 용어, 말 2. 학기 3. 기간 50 ~의 가치가 있는

21
가리키다, 주목하다, 지적

하다
51 관계

22 암시, 조짐 52 추가의, 가외의

23 대단히 흥미로운, 매력적인 53 ~의 가치가 있다

24 유죄의, 책임이 있는 54 이용할 수 있는

25 우세한, 지배적인 55 자기도취의, 자기애적인

26 대화 56 장기자랑

27 진술, 성명, 주장 57 마무리 작업

28 (거울 등에 비친) 상, 모습 58
~이 가능해지다, ~이 열려

있다

29 이야기를 나누다 59 ~에 집중하다, 전념하다

30 계획 60 고급의, 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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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or the benefit of 31 interject

2 be aware of 32 bring back

3 talkative 33 shift

4 admiration 34 adolescence

5 generation 35 turn out

6 미술 작품 36 기쁨, 즐거움

7 반응, 대응 37 상호작용

8 ~을 신청[가입]하다 38 ~인 체 하다

9 대화 39 반면에

10 일어나다, 발생하다 40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대

화에 능한 사람

11 be familiar with 41
be worthy of+명사/동
명사

12 considerate 42 definition

13 sacrifice 43 struggle with

14 initiate 44 refer to

15 form 45 social event

16 시도하다 46 특징, 특질

17 설명하다, 묘사하다 47 되돌아오다

18 연구원, 조사원 48
문제, 일; 중요하다, 문제가

되다

19 끌어내다, 끄집어내다 49 의도, 전념하는, 몰두하는

20 1. 용어, 말 2. 학기 3. 기간 50 ~의 가치가 있는

21 point out 51 relation

22 indication 52 extra

23 fascinating 53 be worth+명사/동명사

24 guilty 54 available

25 dominant 55 narcissistic

26 대화 56 장기자랑

27 진술, 성명, 주장 57 마무리 작업

28 (거울 등에 비친) 상, 모습 58
~이 가능해지다, ~이 열려

있다

29 이야기를 나누다 59 ~에 집중하다, 전념하다

30 계획 60 고급의, 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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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or the benefit of ~을 위해 31 interject
(말 따위를) 불쑥 끼워 넣

다, 말참견을 하다

2 be aware of
~을 알다, 알아차리다, 인

지하다
32 bring back ~을 돌려주다

3 talkative
말하기를 좋아하는, 수다스

러운
33 shift 1. 변화, 전환 2. 교대 근무

4 admiration 감탄, 찬양 34 adolescence 청소년기, 미성년기

5 generation 세대, 동시대의 사람들 35 turn out 밝혀지다, 드러나다

6 art piece 미술 작품 36 pleasure 기쁨, 즐거움

7 response 반응, 대응 37 interaction 상호작용

8 sign up for ~을 신청[가입]하다 38 pretend ~인 체 하다

9 conversation 대화 39 on the other hand 반면에

10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 40 conversationalist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대

화에 능한 사람

11 be familiar with ~에 친숙하다, 익숙하다 41
be worthy of+명사/동
명사

~의 가치가 있다

12 considerate 사려 깊은, 이해심이 있는 42 definition 1. 정의 2. 선명도, 해상도

13 sacrifice 1. 희생 2. 희생하다 43 struggle with ~로 고심하다, 애쓰다

14 initiate 시작하다 44 refer to
~을 나타내다, ~와 관련 있

다

15 form 형태, 방식 45 social event 사교 행사, 사교 모임

16 attempt 시도하다 46 characteristic 특징, 특질

17 describe 설명하다, 묘사하다 47 turn back 되돌아오다

18 researcher 연구원, 조사원 48 matter
문제, 일; 중요하다, 문제가

되다

19 draw out 끌어내다, 끄집어내다 49 intent 의도, 전념하는, 몰두하는

20 term 1. 용어, 말 2. 학기 3. 기간 50 worth ~의 가치가 있는

21 point out
가리키다, 주목하다, 지적

하다
51 relation 관계

22 indication 암시, 조짐 52 extra 추가의, 가외의

23 fascinating 대단히 흥미로운, 매력적인 53 be worth+명사/동명사 ~의 가치가 있다

24 guilty 유죄의, 책임이 있는 54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25 dominant 우세한, 지배적인 55 narcissistic 자기도취의, 자기애적인

26 dialogue 대화 56 talent show 장기자랑

27 statement 진술, 성명, 주장 57 final touch 마무리 작업

28 reflection (거울 등에 비친) 상, 모습 58 open up
~이 가능해지다, ~이 열려

있다

29 have a chat 이야기를 나누다 59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전념하다

30 initiative 계획 60 advanced 고급의, 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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