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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단어 뜻 영어단어 뜻

1 field n. 분야 field

2 visual a. 시각의 visual

3 representation n. 묘사, 표현 representation

4 represent 나타내다, 묘사하다 represent 

5 furthermore ad. 더욱이 furthermore

6 moreover 더욱이, 게다가 moreover 

7 line n. (글의) 행 line

8 auditory a. 청각의 auditory

9 give life to ~에 생기를 주다 give life to

10 interaction n. 상호 작용 interaction

11 interact 상호 작용을 하다 interact 

12 unexpected a. 예기치 않은, 뜻밖의 unexpected

13 emotional a. 감정의 emotional

14 emotion 감정 emotion 

15 influence n. 영향 influence

16 have an influence on ~에 영향을 미치다 have an influence on

17 canvas n. 캔버스 canvas

18 play a ~ role in... …에서 ~한 역할을 하다 play a ~ role in...

19 artwork n. 예술품 artwork

20 be linked with ~와 연계가 있다 be linked with

21 aggressive a. 공격적인 aggressive

22 stroke
v. 선〔획〕을 긋다 n. 

(그림의) 획
stroke

23 note n. 음, 음표 note

24 musical note 악보 musical note

25 reflect v. 반영하다, 나타내다 reflect

26 capture v. 포착하다, 담아내다 capture

27 memorial a. 추도의, 기념하기 위한 memorial

28 suite n. 모음곡 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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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movement
n. (큰 음악 작품의), 한 

부분, 악장
movement

30 translate v. 번역하다, 옮기다 translate

31 translate A into B A를 B로 번역하다 translate A into B

32 play n. 희곡 play

33 fantasy n. 공상, 상상 fantasy

34 imaginary a. 상상의 imaginary

35 imagine 상상하다 imagine

36 dreamy a. 꿈을 꾸는 dreamy

37 figure n. 모습 figure

38 recreate v. 재현하다, 되살리다 recreate

39 dreamlike a. 꿈같은 dreamlike

40 atmosphere n. 분위기 atmosphere

41 artistic a. 예술의 artistic

42 breathe in 숨을 들이쉬다 breathe in

43 intake n. 빨아들임, 흡입 intake

44 stimulate v. 자극하다 stimulate

45 interpret v. 해석하다 interpret

46 interpretation  해석, 설명 interpretation

47 accordingly ad. 그에 알맞게, 부응해서 accordingly

48 consequently 따라서, 그 결과 cons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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