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역시교육감

설 동 근

발  간  사

  메릴린치와 함께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투자

은행 겸 증권회사인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한국이 2025년에 

1인당 GDP 세계 3위 국가로 성장할 것이며, 2050년에는 1인당 

GDP 세계 1위의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사진을 예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의 힘을 믿는 바가 큽니다.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이 교육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에서도 국제 사회의 리더를 키우기 해 필수 으로 

요구되는 것이 외국어 사용 능력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교사 연수 강화, 원어민 어보조교사 확  배치 등

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고 어 교육의 실용성을 높이기 하여 다양

한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교육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

라 실용 어 교육 인 라 구축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을 

두고 있습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어 교육도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듣기․말하기가 외국어구사능력의 기본입니다. 이를 해서는 무엇보다 어

휘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요합니다.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필수 단어와 문장의 활용 방안 등을 정리한, 

「꼭! 알아야 하는 초등(중학, 고교) 영어단어」(개정판)을 발간하여 배부합니다. 

모쪼록 이 자료집이 부산 어 교육 수 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알이 되

기를 기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 교육을 획기 으로 개선하기 해서는 근본에 충실하면서도 

지 까지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블루오션 략이 필요합니다. 그 길을 제 로 

찾고 백년 계의 석을 다져 나가는 것, 그것이 ‘교육 명’을 이끌고 있는 

선진국의 빠른 행보에 뒤처지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일선 교육 장의 건투를 

빕니다.  훌륭한 교재 개발을 해 지혜와 열정을 쏟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2009년  9월



  이 책의 구성과 학습법

   꼭! 알아야 하는 등( 학, 고교) 어단어는 ․ ․고 어교과서

에 나오는 핵심 어휘들과 그 어휘들이 실제로 사용되는 기본 문장들을 함

께 제시하 다. 이 책을 가지고 매일 매일 어 학습에 임하면 여러분의 

실력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고 학교 시험이나 학입시 등에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교재의 구성

   - 학교 별/학년별 어휘 분석에 의한 수 분류

수 상학년 단어(문장) 수 교재명

9  5 150  꼭! 알아야 하는
  초등 영어단어8  6 200

7  1 200
꼭! 알아야 하는
  중학 영어단어6  2 300

5  3 400

4 고 1 300

꼭! 알아야 하는
  고교 영어단어

3 고 2 250

2 고 3 300

1 심화단계 280

계 2,380

  - 9~8 은 품사  주제별로 분류하여 필요한 부분별로 공부할 수 있도

록 수록하 다.

  - 학교의 수업 진도에 따라 가면서 익힐 수 있도록 7~1 은 교과서 교육 

교육과정 순서 로 수록하 다. 



 자료의 구성

   - 사  없이도 이 한권으로 어휘를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 9~8 은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이 흥미롭게 학습하도록 하 다. 

   - 7~1 은 단어, 발음기호, 핵심 의미는 물론 어 문을 함께 수록함으

로써, 용례를 통한 학습효과 향상  쓰기 학습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

다.

   - 페이지당 4~5단어를 제시,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여 매일 조 씩 꾸

한 반복 학습을 통해 성과를 올리도록 하 다.

 음성 자료 제공

   - 책자에 수록된 단어와 문장에 해 원어민이 직  녹음한 MP3 일 

CD를 제공함으로써 어휘력뿐만 아니라 어듣기 실력도 향상되도록 

하 다.

   - MP3 이어나 휴 폰 등에 장하여 통학시나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틈틈히 익히면 효과가 클 것이다.

  

 확인테스트

   - 9~8 은 Exercise 문제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 다.

   - 7~1 은 각 페이지 하단에 어휘 테스트란을 제공하여 학습여부를 스스

로 검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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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급

Ⅳ급-1Ⅳ급-1Ⅳ급-1

- 1 -

assign [동] ①할당하다, 배당하다  ②지명하다, 지정하다

[əsáin] He assigned work to each man. 

그는 각자에게 작업을 할당하 다

garlic [명] 마늘
 [gɑ́ːrlik] Heat oil in a pan and add green onions and garlic.

라이팬에 기름을 달군 후, 와 마늘을 넣으시오.

 absolute [형] 절대적인, 완전한
[ǽbsəlùːt] He is a man of absolute sincerity.

그는 더 없이 진실한 사람이다. 

academic [형] 대학의, 학구적인, 학문적인
[æ̀kədémik] His academic achievements have been  recognized.

그의 학문  업 은 인정을 받았다. 

baggage [명] 수하물
[bǽgidʒ] He was kind enough to carry my baggage for me.

그는 친 하게도 내 짐을 날라다 주었다.

TEST ▢ assign ▢ garlic ▢ absolute ▢ academic ▢ baggage

note

CD페이지 187



Ⅳ급

Ⅳ급-1Ⅳ급-1Ⅳ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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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 [명] 암, 악성종양

[kǽnsər] Her mom died of cancer.

그의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다.

damage [명] 손상, 손해, 피해   [동] 피해를 입히다

 [dǽmidʒ] The bad weather has done damage to the crops.

악천후가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다.

efficient [형]  ①능률 인, 효과가 있는   ②유능한, 실력있는

[ifíʃənt] The new machine has an efficient heating system.

새 기계는 효율 인 난방 체계를 갖추고 있다.

fee [명] 보수, 사례 , 요 , 수수료, 공공요

[fiː]  The doctor´s fee for a visit will be fifty dollars.

의사의 왕진비용은 50 달러가 될 것이다.

gallery [명] ① 람석, 객   ②화랑, 복도

[gǽləri] The collection is housed in the West Gallery.

그 소장품은 West Gallery에 보 되어 있다.

TEST ▢ cancer ▢ damage ▢ efficient ▢ fee ▢ gallery
note

188 CD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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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l [명] 이상, 완 무결   [형] 이상의, 이상 인

[aidíːəl] It would be ideal if you could stay.

네가 머물 수 있다면 가장 좋을 텐데.

justice [명] ①공정, 공의, 정당   ②사법, 재

 [dʒʌ́stis] The Minister of Justice is very busy today.

법무부 장 께서 오늘 무척 바쁘시다.

 kingdom [명] 왕국, 왕토, 왕정

[kíŋdəm] The animal kingdom is superior to the kingdom of man.

동물의 왕국이 인간의 왕국보다 더 우월하다.

labor [명] ①노동, 근로 ②애  ③출산 [동] 노동하다, 애쓰다

[léibər] It cost me lots of labor.

그것 때문에 힘이 많이 들었다.

maintain [동] 지속하다, 유지하다

[meintéin] It´s hard to maintain the proper balance between 
work and home.

일과 가정사이에서 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다.

TEST ▢ ideal ▢ justice ▢ kingdom ▢ labor ▢ maintain
note

CD페이지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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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t [형] 깔끔한, 솜씨 좋은, 단정한

[niːt] She was neat in her dress.

그녀의 드 스차림은 깔끔했다.

observe [동] ① 찰하다, 보다 ②유지하다, 수하다

 [əbzə́ːrv] I observed that he became very pale.

나는 그가 새 랗게 질리는 것을 보았다.

pace [명] 걸음걸이, 걷는 속도, 한 걸음

[peis] If he keeps up his pace, he´ll win hands down.

그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낙승할 것이다. 

quantity [명] ①양, 분량, 수량  ② 량, 다량

[kwɑ́ntəti] I prefer quality to quantity.

난 양보다 질을 택한다.

react [동] 반작용하다, 반응하다

[riːǽkt] Cause and effect react upon each other.

원인과 결과는 상호작용한다.

TEST ▢ neat ▢ observe ▢ pace ▢ quantity ▢ react
note

190 CD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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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y [동] 만족시키다, 조건을 충족시키다

[sǽtisfài] However hard I worked, she was never satisfied.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그녀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tap [동] 가볍게 두드리다   [명] ①가볍게 두드림 ②수도꼭지

 [tæp] The tap water runs well here.

여기는 수돗물이 잘 나온다.

 unique [형] 유일한, 독특한

[juːníːk] Language is a unique human property.

언어는 인간이 가진 유일한 자질이다.

valid [형] 유효한, 근거가 확실한

[vǽlid] This ticket is valid on the day of issue only.

이 티켓은 발행일 당일에만 유효하다.

whereas [ ] ~에 반하여(while on the other hand)

[hwɛ-ərǽz] The walls are green, whereas the ceiling is white.

벽은 록색인데 천장은 흰색이다.

TEST ▢ satisfy ▢ tap ▢  unique ▢ valid ▢ whereas
note

CD페이지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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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 [동] ~에 향을 미치다. 작용하다.

[əfékt] The quality of nurses' affects the health of 
patients.

간호사의 자질은 환자의 건강에 향을 미친다

basis [명] 기 , 근거, 논거

 [béisis] Your fears have no basis in fact.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치 않은 것이다.

chase [동] 뒤쫓다. 추구하다   [명] 추

[tʃeis] The police chased after the murderer.

경찰은 살인범을 추 했다.

damp [명] 습기, 물기    [형] 축축한

[dæmp] This room is hot and damp.

이 방은 덥고 습하다.

emergency [명] 비상사태, 

[imə́ːrdʒənsi] If you require emergency treatment, please go to 
the emergency room at a hospital, 

응 처치가 필요하시면 병원 응 실로 가십시오.

TEST ▢ affect ▢ basis ▢ chase ▢ damp ▢ emergency 
note

192 CD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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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 [형] 굳은, 확고한    [명] 회사

[fəːrm] His face tells of his firm resolution.

그의 얼굴을 보면 굳은 결심을 알 수 있다.

goods [명] 상품, 물품

 [gudz] The store is well stocked with excellent goods.

 상 에는 좋은 물품이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다.

 ignore [동] 무시하다, 묵살하다, 모르는 체 하다.

[ignɔ́ːr] His warnings were ignored.

그의 경고는 무시되었다.

knowledge [명] 지식, 학식, 아는 바

[nɑ́lidʒ / nɔ́l-] Knowledge expands the mind.

지식은 마음을 넓힌다.

language [명] 언어, 어법, 국어

[lǽŋgwidʒ] He speaks three languages.

그는 3개 국어를 구사한다.

TEST ▢ firm ▢ goods ▢  ignore ▢ knowledge ▢ language
note

CD페이지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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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형] 최 의, 극 의    [명] 최 한, 최 량

[mǽksəməm] The maximum temperature of the oven is 500 
degrees Fahrenheit.

그 오 의 최고 온도는 화씨 500도이다.

necessity [명] ①필수품   ②필요성, 필요

 [nisésəti]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opposite [형] 반 편의, 정반 의   [명]  정반 의 일[사람, 말]

[ɑ́pəzit, -sit] “Left” is opposite to “right.” 

left 는 right의 반 어이다.

panel [명] ①합 , 빤지 ②토론자단, 심사원단, 원단

[pǽnl] The man is painting above the panel.

남자가 화 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realistic [형] 실 인, 실주의의 

[rìːəlístik] His idea is far from realistic.

그의 아이디어는 극히 비 실 이다.

TEST ▢ maximum ▢ necessity ▢ opposite ▢ panel ▢ realistic
note

194 CD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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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ld [동] 꾸짖다. 잔소리하다

[skould] She scolded the boy for his carelessness.

그녀는 소년의 부주의함을 꾸짖었다.

tease [동] 괴롭히다, 곯리다

 [tiːz] The child teased the other children.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괴롭혔다. 

 urgent [형] 긴 한, 다 한, 박한

[ə́ːrdʒənt] There is an urgent need of skilled workers.

숙련공이 히 필요하다.

worship [명] 배, 숭배    [동] 배하다, 숭배하다

[wə́ːrʃip] People go to church to worship God.

사람들은 배하러 교회에 간다.

agriculture [명] 농업, 농사, 농학

[ǽgrikʌ̀ltʃər] Agriculture is the first industry.

농업은 1차 산업이다.

TEST ▢ scold ▢ tease ▢  urgent ▢ worship ▢ agriculture
note

CD페이지 195



Ⅳ급

Ⅳ급-5Ⅳ급-5Ⅳ급-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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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 [명] 행동, 행실, 행동양식

[bihéivjər] Your behavior was out of line.

네 행동은 도를 지나쳤다.

cheerful [형] 쾌활한, 명랑한, 유쾌한

 [tʃíərfəl] He is poor but cheerful.

그는 가난하지만 명랑하다.

definite [형] 분명히 한정된, 명확한, 확정된

[défənit] Now I cannot say anything definite about it.

지 은 아무것도 명확하게 말할 수 가 없다.

emotion [명] 감동, 감정, 감격

[imóuʃən] Her voice shook with emotion.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flame [명] 불꽃, 불길, 화염    [동] (불이) 타오르다

[fleim] The flame will be out soon.

불길이 방 꺼질 것이다. 

TEST ▢ behavior ▢ cheerful ▢ definite ▢ emotion ▢ flame
note

196 CD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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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명] ①정부, 내각 ②정치, 통치

[gʌ́vərnmənt] The book was issued by the government.

그 책은 정부에 의해 발간되었다.

impact [명] ①충돌, 충격 ② 향(력)

 [ímpækt] Your speech will make an impact on the boys.

네 연설은 소년들에게 향을  것이다.

 limit [명] 한계(선), 극한, 제한    [동] 한정하다, 제한하다

[límit] There is a limit to everything.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mental [형] 마음의, 정신의, 심 인 

[méntl] Watching TV does not demand complex mental 
activity.

TV시청은 복잡한 정신 활동이 필요없다.

negative [형] 부정 인, 거부 인, 소극 인   [명] 부정, 부정어구

[négətiv] He answered in a negative way.

그의 답은 부정 이었다. 

TEST ▢ govern-ment ▢ impact ▢  limit ▢ mental ▢ negativ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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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명] 선택, 선택권

[ɑ́pʃən / ɔ́p-] We have the option of going or not.

가고 안가고는 우리 마음 로이다.

paragraph [명] , 단락, 패러그래

 [pǽrəgræ̀f] This paragraph doesn’t connect with the others.

이 은 다른 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 

reality [명] 진실(성), 실(성), 실체

[riːǽləti] It is sometimes hard to face reality. 

떄로는 진실을 직시하기가 어렵다. 

seek [동] ①찾다, 추구하다 ②노력하다

[siːk] He is seeking employment.

그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

theory [명] 학설, 이론

[ɵíːəri] I am not impressed with your theories.

나는 네 이론에 감동하지 않아.

TEST ▢ option ▢ paragraph ▢ reality ▢ seek ▢ theor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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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nd [명] (큰)상처, 부상   [동] 부상하게 하다, 상처 내다

[wuːnd] The old wound still hurts her.

그녀의 오래된 상처는 아직도 아 다. 

amazing [형] 놀랄만한, 굉장한

 [əméiziŋ] What an amazing man!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bother [동] 괴롭히다, 귀찮게하다, 성가시게 하다

[bɑ́ðəːr] Don’t let it bother you.

신경 쓰지마.

civil [형] 시민(으로서)의, 문명의, 민간인의

[sívəl] Every citizen has civil rights and duties.

모든 시민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delighted [형] 아주 기뻐하여,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diláitid] Everybody was delighted at the news.

모두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 다.

TEST ▢ wound ▢ amazing ▢  bother ▢ civil ▢ delighted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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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e [동] ~할 수 있게 하다, 가능하게 하다

[enéibəl] Money enables one to do a lot of things.

돈이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flavor [명] ①풍미, 향미, 맛 ②멋, 운치, 정취

 [fléivər] The pizza had a strong flavor of garlic.

그 피자는 강한 마늘 맛이 났다.

gradually [부] 차차, 차츰, 차로

[grǽʤuəli] His health gradually failed.

그의 건강은 차츰 나빠졌다.

incident [명] 일어난 일, 사건, 우발  사건

[ínsədənt] The incident passed from his mind.

그 사건은 그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link [명] 고리, 연결   [동] 연결하다, 잇다

[liŋk] The two matters are closely linked together.

그 두 가지 일은 하게 련이 있다.

TEST ▢ enable ▢ flavor ▢ gradually ▢ incident ▢ link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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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ely [부] 단지(~에 불과한), 다만(only)

[míərli] It is merely a guess.

그것 한갓 추측일 뿐이다. 

nevertheless [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마는

 [nèvəːrð-əlés] No matter what people say, it is nevertheless the 
truth.

사람들이 뭐라 말하더라도 그것은 진실이다. 

 original [형] ①최 의, 원시의, 기원의 ②독창 인    [명] 원형

[ərídʒənəl] He has an original mind.

그는 독창 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persuade [동] 설득하다, 확인시키다. 

[pəːrswéid] He persuaded me to forgive her.

그는 그녀를 용서하라고 나를 설득시켰다. 

reasonable [형] 도리에 맞는, 이치 인, 합리 인, (사람이)사리에 맞는

[ríːz-ənəb-əl] That certainly sounds reasonable.

그 정도면 나쁘지 않는데요.

TEST ▢ merely ▢ neverthe-less ▢ original ▢ persuade ▢ reasonabl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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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e [형] 엄한, 엄격한, 심한, 맹렬한

[sivíəːr] There was a severe earthquake this morning. 

오늘 아침 심한 지진이 있었다. 

threat  [명] , 박

 [ɵret] He made a threat to her life.

그는 그녀를 죽이겠다고 박했다.

analyze [동] 분석하다, 분해하다

[ǽnəlàiz] Water can be analyzed into oxygen and hydrogen.

물은 산소와 수소로 분해될 수 있다. 

bound [동] (공이) 튀어오르다., 바운드하다   [형] 묶인, 속박된

[baund] They are bound up in each other.

그들은 뗄 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clay [명] 토, 흙, 찰흙

[klei] Man is but a lump of clay.

사람은 한  흙에 지나지 않는다.

TEST ▢ severe ▢ threat ▢ analyze ▢ bound ▢ cla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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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명] 거리, 간격, 먼 거리

[dístəns] What is the distance from here to Busan?

여기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

encounter [동] ①(우연히) 만나다, 마주치다 ②( 험에) 부딪히다

 [enkáuntər] He encountered a bear in the woods.

그는 숲 속에서 곰을 만났다. 

 float [동] (물 에) 뜨다. 떠오르다. 띄우다.

[flout] The log floated down the stream.

통나무는 강을 떠내려갔다.

include [동] 포함하다. 포 하다, 포함시키다

[inklúːd] The meal includes dessert and coffee.

식사에는 디 트와 커피가 포함된다.

locate [동] (어떤 장소에)정하다, (~에) 치시키다, 두다

[lóukeit́] I located my office on Main Street.

나는 사무실을 Main Street에 차렸다.

TEST ▢ distance ▢ encounter ▢  float ▢ include ▢ locat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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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명] 방법, 방식, 순서

[méɵəd] I believe in this method of teaching.

나는 이 교수법이 좋다고 생각한다.

nuclear [형] (세포)핵의, 원자핵의, 핵무기의   [명] 핵무기

 [njúːkliəːr] The prospect of nuclear war terrifies everyone.

구나 핵 쟁을 상하면 공포에 떤다.

outcome [명] 결과, 과정, 성과

[áutkʌ̀m] He was doubtful of the outcome.

그는 그 결과에 자신이 없었다. 

philosophy [명] 철학, 형이상학, 철학체계

[filɑ́səfi] He has an optimistic philosophy of life.

그는 낙천 인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다.

recent [형] 최근의, 근래의, 새로운

[ríːs-ənt] The schoolhouse is a recent construction.

이 학교건물은 근래에 건축한 것이다.

TEST ▢ method ▢ nuclear ▢ outcome ▢ philosophy ▢ recen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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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명] 원천, 근원, 출처

[sɔːrs] A newspaper gets news from many sources.

신문은 여러 곳에서 소식을 취재한다. 

thus [부] 이 게, 그러므로, 따라서, 그러므로

 [ðʌs] Thus there is no absolute time.

그러므로  시간이란 것은 없다.

 annoy [동] 성가시게 굴다, 약오르게(화나게) 하다, 귀찮다.

[ənɔ́i] How annoying!

아이 귀찮아!

breast [명] 가슴, 유방

[brest] The baby sucked his mom's breast hard in order to 
get milk.

아기는 젖을 먹기 해 열심히 젖을 빨았다.

combine [동] ①결합시키다, 합병시키다  ②결합하다, 합병하다

[kəmbáin] Hydrogen combines with oxygen to form water.

수소와 산소는 화합해서 물이 된다. 

TEST ▢ source ▢ thus ▢  annoy ▢ breast ▢ combin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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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urb [동] 방해하다, 어지럽히다

[distə́ːrb] Don´t disturb the sleeping baby.

자는 아기를 가만 두어라.

entire [형] 체의, 완 한   [명] 부, 체

 [entáiər] The hospital serves the entire city.

그 병원은 그 도시 체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frank [형] 솔직한, 터놓은, 숨김없는

[fræŋk] To be frank with you, I don't like him.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아.

incredible [형] 놀라운, 훌륭한, 믿어지지 않는

[inkrédəbəl] This was an incredible experience.

이것은 놀라운 경험이었다. 

minimum [형] 최소의, 최소한의   [명] 최소한도, 최 액, 최 량

[mínəməm] I wish to save a minimum of ten thousand won.

나는 만원이라도 축하고 싶다.

TEST ▢ disturb ▢ entire ▢ frank ▢ incredible ▢ minimum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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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명] ①생산, 산출 ②출력, 수확

[áutpùt] Let me put a figure on the output.

그 결과에 해 내가 정확한 수치를 말할게.

positive [형] 정 인, 명확한, 의문의 여지가 없는, 확신하는

 [pɑ́zətiv / pɔ́z-] I am positive that it is not so.

결코 그 지 않습니다. 

 refuse [동] 거 하다, 거부하다

[rifjúːz] They refused me permission.

나는 허가를 얻을 수 없었다. 

spade [명] 가래, 삽

[speid] He dug up the soil with the spade.

그는 삽으로 땅을 팠다.

appearance [명] ①출 , 출석  ②외 , 외모, 외양

[əpíərəns] Don’t judge a man by his appearance.

외모로 남을 단하지 마라.

TEST ▢ output ▢ positive ▢  refuse ▢ spade ▢ appearanc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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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den [명]  ①무거운 짐, 부담 ②(마음의) 걱정, 괴로움

[bə́ːrdn] The burden grows heavier.

부담이 가 된다. 

comfort [명] 로, 안    [동] 안하다, 로하다

 [kʌ́mfərt] She is a great comfort to her parents.

그녀는 부모님에게 큰 안이 된다. 

dominate [동] 지배하다, 압하다

[dɑ́mənèit] The statue dominated the city.

그 동상은 도시 에 우뚝 서 있다.

escape [동] 달아나다, 벗어나다, 탈출하다   [명] 탈출, 도망

[iskéip] There is no escape from our enemies.

으로부터 도망갈 길이 없다.

frequent [형] 자주 일어나는, 빈번한

[fríːkwənt] Are fires so frequent here?

여기는 언제나 이 게 화재가 많습니까?

TEST ▢ burden ▢ comfort ▢ dominate ▢ escape ▢ frequen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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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형] 개인의, 개개의, 개별 인   [명] 개인, 사람, 개체

[ìndəvídʒuəl] There´s always a difference between individuals.

개인차는 늘 있기 마련이다.

modern [형] 근 의, 식의, 의

 [mɑ́dəːrn] The hotel has every modern comfort.

그 호텔에는 이고 쾌 한 온갖 설비가 있다.

 overall [형] 부의, 체에 걸친   [부] 반 으로 

[óuvərɔ̀ːl] The overall situation is no longer in doubt.

세는 이미 결정되었다. 

possess [동] 소유하다, 지니다, 유하다

[pəzés] She possesses several personal attributes.

그녀는 몇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다. 

reject [동] 거 하다, 거부하다

[ridʒékt] His work was rejected.

그의 작품은 낙선했다.

TEST ▢ individual ▢ modern ▢  overall ▢ possess ▢ rejec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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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명] ( 목의) 기, 

[stem] The stem of ivy is thick.

담쟁이덩굴의 기는 굵다.

appreciate [동] ①진가를 인정하다 ②(작품을)감상하다 ③감사하다

 [əpríːʃièit] I appreciate your help.

도와주신데 해 감사드립니다. 

bush [명] 목, 수풀, 덤불

[buʃ] I found him under the bush.

나는 그를 수풀 속에서 발견했다.

commit [동] ① 탁하다, 맡기다 ②(범죄를) 지르다 ③약속하다

[kəmít] He committed himself to working for the poor 
people.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해 일하기로 했다. 

dramatic [형] ①희곡의, 각본의 ②극 인

[drəmǽtik] It is very dramatic.

단히 극 이죠.

TEST ▢ stem ▢ appreciate ▢ bush ▢ commit ▢ dramatic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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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 [동] 설립하다, 창립하다

[istǽbliʃ] They plan to establish an art institute.

그들은 미술 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industry [명] ①산업, 공업, 제조업 ②근면, 성실

 [índəstri] There is keen competition in the hotel industry.

호텔 업계는 경쟁이 심하다.

 moral [형] 도덕(상)의, 윤리의, 정신 인   [명] 우의, 교훈

[mɔ́(ː)r-əl] He has low morals.

그는 도덕 념이 약하다.

potential [명] 가능성, 잠재(능)력    [형] 가능한, 잠재 인

[pouténʃəl] This business is a potential gold mine.

이 사업은 잠재 인 황 산이다. 

religious [형] 종교상의, 종교에 한, 종교 인, 신앙의

[rilídʒəs] There's a religious assembly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종교집회가 있다. 

TEST ▢ establish ▢ industry ▢  moral ▢ potential ▢ religious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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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명] 략, 술, 병법

[strǽtədʒi] His strategy worked.

그의 략은 맞아떨어졌다.

approach [동] ~에 다가가다, 근 하다   [명] 근, 근법

 [əpróutʃ] Spring approaches.

이 다가온다.

committee [명] 원회

[kəmíti] The committee approved the budget.

그 원회는 산안을 승인했다. 

dust [명] 먼지, 티끌

[dʌst] Brush the dust from your shoes.

구두의 먼지를 털어라.

expense [명] 지출, 비용, 경비

[ikspéns] Don’t bother with the expenses.

비용걱정은 하지마라.

TEST ▢ strategy ▢ approach ▢ committee ▢ dust ▢ expens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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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명] ① 향, 감화 ② 향력, 세력

[ínfluːəns] His influence slowly decreased.

그의 향력은 서서히 감소했다. 

murder [동] (사람을) 고의로 죽이다. 살해하다   [명] 살해, 살인

 [mə́ːrdəːr] The court convicted him of murder.

법원은 그를 살인죄로 단죄했다.

 presence [명] ①존재, 존  ②출석

[prézəns] Your presence is a great compliment.

참석해 주셔서 무한한 입니다. 

rely [동] 의지하다, 믿다, 신뢰하다 

[rilái] I rely on you to come.

난 네가 꼭 와  것이라 믿고 있어. 

stretch [동] 잡아 늘이다, 뻗다, 늘어나다   [명] 뻗침, 확장

[stretʃ] He stretched the rope tight.

그는 밧 을 팽팽히 잡아당겼다.

TEST ▢ influence ▢ murder ▢  presence ▢ rely ▢ stretch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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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e [동] (문제, 곤란 등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비롯되다 

[əráiz] Serious results may arise from this.

심각한 결과가 이것에서 발생할지도 모른다. 

concerned [형] ①걱정스러운, 염려하는 ② 계하는, 련된

 [kənsə́ːrnd] I am concerned about his health.

나는 그의 건강이 걱정된다. 

initial [형] 처음의, 시 의    [명] 머릿 자, 첫 자

[iníʃəl] The initials ROK stand for the Republic of Korea.

ROK는 한민국을 나타낸다.

prevent [동] ①막다, 방해하다 ② 방하다, 방지하다

[privént] Bad weather prevented them from sailing.

나쁜 날씨 때문에 그들은 항해하지 못했다.

remarkable [형] 주목할 만한, 놀랄만한, 두드러진, 비범한

[rimɑ́ːrkəb-əl] This administration has enjoyed remarkable success.

 행정부는 목할 만한 성과를 이 냈다. 

TEST ▢ arise ▢ concerned ▢ initial ▢ prevent ▢ remarkabl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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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ct [형] 엄한, 엄 한, 엄격한, 꼼꼼한

[strikt] You are too strict with your children.

당신은 아이들에게 무 엄격하다. 

arrange [동] ①가지런히 하다. 정돈하다 ②배열하다. 배치하다

 [əréindʒ] They arranged to start early in the morning.

그들은 내일 아침 일  출발하기로 정했다.

 confident [형] 확신하고 있는, 자신만만한

[kɑ́nfidənt] They were confident of their victory.

그들은 자기들의 승리를 굳게 믿고 있었다. 

injure [동] 상처를 입히다, 다치게 하다, 해치다

[índʒər] Too much drinking will only injure your health.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칠 뿐이다

represent [동] ①나타내다, 의미하다, 상징하다 ② 리하다, 표하다

[rèprizént] The dove represents peace.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

TEST ▢ strict ▢ arrange ▢  confident ▢ injure ▢ represen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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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 [명] ①끈, , 실 ②연속, 연발

[striŋ] The strings came untied.

끈이 풀렸다.

arrest [동] 체포하다, 검거하다   [명] 체포, 검거, 구속

 [ərést] The police arrested him for doing cocaine.

경찰은 그를 코카인 복용으로 체포했다.

conflict [동] (~와) 충돌하다, 다투다, 싸우다    [명] 투쟁, 충돌, 갈등

[kɑ́nflikt] Our interests conflict with theirs.

우리의 이해는 그들의 이해와 상충된다.

inner [형] 안의, 안쪽의, 내 인

[ínər] She had inner troubles.

그녀에게는 남모르는 걱정이 있었다.

request [동] 신청하다, 구하다   [명] 부탁, 요청, 청원

[rikwést] Visitors are requested not to touch the exhibits.

진열품에 손을 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TEST ▢ string ▢ arrest ▢ conflict ▢ inner ▢ reques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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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pe [명] 무늬  [동] ~에 을 붙이다, 무늬로 하다

[strɑip] The zebra has stripes.

얼룩말은 무늬가 있습니다. 

atmosphere [명] ① 기, 공기  ②분 기

 [ǽtməsfìər] I like the homelike atmosphere here.

이곳의 가정 인 분 기가 좋다

 constant [형] ①끊임없는, 계속 인 ②불변의, 일정한

[kɑ́nstənt] He is constant in his love for her.

그녀에 한 그의 사랑은 한결같다.

instrument [명] ①기계, 기구, 도구  ②악기

[ínstrəmənt] The shop sells musical instruments.

그 가게는 악기들을 다. 

private [형] ①사 인, 개인 인  ②사립의, 민간의

[práivit] I am taking private lessons in piano.

나는 피아노 개인 교습을 받고 있다.

TEST ▢ strip ▢ atmosphere ▢  constant ▢ instrument ▢ privat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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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 [동] ①필요로 하다. ~할 필요가 있다  ②~을 요구하다

[rikwáiəːr] We are required to know it.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

suit [명] ①정장 한 벌 ②소송   [동] 합하다, 어울리다

 [suːt] I made him a new suit.

그에게 새 양복을 지어 주었다.

attract [동] 끌다, 끌어당기다, 유혹하다, 매혹하다

[ətrǽkt] Like attracts like.

유유상종(類類相從), 끼리끼리 모인다.

consumption [명] 소비, 소비량, 소모

[kənsʌ́mpʃən] Golbal consumption is swelling.

 세계 소비가 늘어간다.

insurance [명] 보험, 보험

[inʃúərəns] She is selling insurance.

그녀는 보험 외무를 하고 있다.

TEST ▢ require ▢ suit ▢ attract ▢ consump-tion ▢ insuranc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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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명] ①과정, 공정  ②진행, 진    [동] 처리하다

[prɑ́ses/próu-] The computer is useful in processing data.

컴퓨터는 데이터 처리에 유용하다.

summarize [동] 요약하다, 간략하게 말하다

 [sʌ́məràiz] I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그것은 강 다음과 같다.

 attractive [형]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 인

[ətrǽktiv] She is not so attractive.

그녀는 그다지 매력 이지 않다.

cottage [명] 시골집, 작은집, 작은 별장, 산장

[kɑ́tidʒ / kɔ́t-] In the middle of the field stands a solitary cottage.

벌 에 조그만 집이 외따로 서 있다.

interval [명] 간격, 틈

[íntərvəl] Buses leave at 10 minute intervals.

버스가 10분 사이를 두고 떠난다.

TEST ▢ process ▢ summarize ▢  
attractive ▢ cottage ▢ interval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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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동] 받치다, 유지하다, 부양하다   [명] 받침, 부양, 지지

[səpɔ́ːrt] Steel cables support that bridge.

굵은 강철 이블이  다리를 지탱하고 있다.

audience [명] 청 , , 객

 [ɔ́ːdiəns] The audience applauded.

청 은 박수를 보냈다.

crash [동] 굉장한 소리를 내다, 추락하다   [명] 굉음, 추락, 충돌

[kræʃ] The airplane crash was a tragic accident.

여객기 추락은 참사 다.

issue [명] 발행물, 발행, 논 , 쟁    [동] 발행하다, 나오다

[íʃuː / ísjuː] The king issued a command for the slave to be set free.

왕은 노 를 석방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product [명] ①산출물, 생산품 ②소산, 결과, 성과

[prɑ́dəkt] This product is superior in quality to others.

이 제품은 질 으로 다른 제품들을 능가한다.

TEST ▢ support ▢ audience ▢ crash ▢ issue ▢ produc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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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 [동] 답하다, 응답하다, 반응하다

[rispɑ́nd] Nerves respond to a stimulus.

신경은 자극에 반응한다.

suppose [동] ①가정하다, 상상하다 ②추측하다, 추정하다

 [səpóuz] I suppose so.

개 그러리라 생각한다.

 automatic [형] 자동의, 자동 인, 기계 인, 습 인

[ɔ̀ːtəmǽtik] He uses an automatic telephone.

그는 자동 화기를 사용한다. 

credit [명] ①신뢰, 신용 ②외상, 출

[krédit] They deserve some degree of credit.

그들은 어느 정도 신용할 수 있다.

retire [동] 퇴직하다, 은퇴하다

[ritáiəːr] I´d like to retire to the country.

나는 퇴직해서 시골에 칩거하고 싶다. 

TEST ▢ respond ▢ suppose ▢ automatic ▢ credit ▢ retir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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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e [동] 살아남다. ~보다 오래 살다

[sərváiv] Mercifully, he survived the accident.

다행히도 그는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다.

avenue [명] (도시의) 큰 가로, 로, 길

 [ǽvənjùː] There is an endless avenue of trees.

가로수가 어디까지나 계속되고 있다.

crisis [명] 기, 국면, 고비

[kráisis] How can we get over this crisis?

이 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revolution [명] ① 명, 변  ②회

[rèvəlúːʃ-ən] I have to write a paper on the French Revolution.

나는 랑스 명에 한 리포트를 써야한다. 

criticism [명] 비평, 비 , 비난

[krítisìzəm] He was very hurt by her criticism.

그는 그녀의 비평에 무척 기분이 상했다.

TEST ▢ survive ▢ avenue ▢ crisis ▢ revolution ▢ criticism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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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ize [동] 비평하다, 비난하다, 평론하다

[krítisàiz] You are the last to criticize.

에겐 비평할 자격이 없어. 

accomplish [동] 이루다, 성취하다, 완수하다

 [əkɑ́mpliʃ] You cannot accomplish anything without good health.

몸이 좋지 않고는 아무 것도 못한다.

 benefit [명] 이익, 이득    [동] 이익을 얻다

[bénəfit] It will benefit not only myself, but also my entire 
family.

그것은 나 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casual [형] ①우연의, 무심결의 ②평상복의, 강 강의 

[kǽʒuəl] It was a casual meeting.

그것은 우연한 만남이었다. 

delicate [형] ①섬세한, 고운, 우아한 ②섬약한, 연약한

[délikət, -kit] He is naturally delicate.

그는 원래 몸이 부실하다.

TEST ▢ criticize ▢ accomplish ▢ benefit ▢ casual ▢ delicat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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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arrass [동] 어리둥 하게 하다, 난처하게 하다, 무안하게 하다

[imbǽrəs] She embarrasses me by asking bothersome questions.

그녀는 성가신 질문을 해서 나를 곯린다.

fable [명] 우화, 설, 신화

 [féibəl] I enjoy reading fables.

나는 우화 읽는 것을 좋아해. 

garbage [명] 음식 꺼기, 쓰 기 

[gɑ́ːrbidʒ] The garbage can gives off a terrible smell.

쓰 기통에서 악취를 피운다.

indifferent [형] 무 심한, 냉담한, 요치 않은

[indífərənt] Skydivers are indifferent to the danger of their 
hobby.

스카이다이버들은 그 취미의 험성에 무 심하다.

likewise [부] 같이, 마찬가지로 

[láikwàiz] The second attempt was likewise a failure.

두번째 시도도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TEST ▢ embarr-
assed ▢ fable ▢ garbage ▢ indifferent ▢ likewis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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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kind [명] 인류, 집합  인간

[mæ̀nkáind] Language sets mankind apart from other animals.

언어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한다.

nag [동] 성가시게 잔소리하다, 들볶다, 바가지 다

 [næg] She is a nagging wife.

그 여자는 바가지를 잘 는 아내다.

 architecture [명] 건축(술), 건축학

[ɑ́ːrkətèktʃər] I like plain architecture.

나는 단순한 건축물이 좋다. 

obvious [형] 명백한, 분명한, 알기 쉬운

[ɑ́bviəs] It is obvious that he is lying.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passive [형] 수동 인, 활기없는, 소극 인

[pǽsiv] He is a man of active, not passive, nature.

그는 활동 인 사람이지, 수동 인 사람은 아니다.

TEST ▢ mankind ▢ nag ▢ architecture ▢ obvious ▢ passiv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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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ely [부] 드물게, 좀처럼 ~하지 않는

[rɛ́əːrli] Englishmen rarely talk to strangers in trains.

국인들은 기차에서 낯선 사람에게 좀처럼 말을 걸지 않는다.

scared [형] 겁에 질린

 [skɛəːrd] I was scared to death.

말할 수 없이 겁났다.

timid [형] 겁 많은, 소심한, 내성 인

[tímid] The timid child was afraid of the dark.

겁 많은 그 아이는 어둠을 두려워했다. 

visible [형] 에 보이는, 명백한

[vízəbəl] Are there any visible symptoms?

에 보이는 증상이 있나요? 

appetite [명] 식욕, 욕망

[ǽpitàit] I am hungry but (have) no appetite.

배는 고 데 밥맛은 없다.

TEST ▢ rarely ▢ scared ▢ timid ▢ visible ▢ appetit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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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onish [동] (깜짝) 놀라게 하다 

[əstɑ́niʃ] He astonished the whole world.

그는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biography [명] 기, 일 기

 [baiɑ́grəfi] Do you prefer biographies or fiction?

당신은 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소설을 좋아합니까? 

 clap [동] 손 치다, 가볍게 치다(두드리다)   [명] 열음, 손 치기

[klæp] Clap your hands.

박수를 쳐라. 

depart [동] (열차, 사람 등이) 출발하다, 떠나다

[dipɑ́ːrt] Twenty minutes from now we will depart.

지 부터 20분 후에 출발한다.

enthusiastic [형] 열렬한, 열 인, 열 한

[enɵùːziǽstik] Well, you're very enthusiastic, aren't you?

와, 정말 열렬한 팬이시군요, 그 죠? 

TEST ▢ astonish ▢ biography ▢  clap ▢ depart ▢ enthusiastic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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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cinating [형] 매혹 인, 황홀한, 반하게 만드는

[fǽsənèitiŋ] The museum has a fascinating collection.

그 박물 에는 흥미진진한 컬 션이 있다.

geography [명] 지리학

 [ʤiːɑ́grəfi] We learn science, history, and geography at school.

우리는 학교에서 과학, 역사 그리고 지리(학)을 배운다. 

infant [명] 유야, 갓난아기    [형] 유아의

[ínfənt] The infant smiled at his mother.

아기는 엄마를 보고 방실거렸다.

kindergarten [명] 유치원

[kíndərgɑ̀ːrtn] My wife is a kindergarten teacher.

우리 집사람은 유치원 보모입니다.

loyal [형] 충성스러운, 성실한, 충실한

[lɔ́iəl] Because they're loyal to their master, dogs will 
often attack intruders.

개는 주인에게 충성스러워서 종종 침입자를 공격하곤 한다. 

TEST ▢ fascinating ▢ geography ▢ infant ▢ kindergar-

ten
▢ loyal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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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형] 바다의, 해양의

[məríːn] The sea horse is a very small marine animal.

해마는 아주 작은 바다 동물이다. 

nationality [명] ①국  ②국민

 [næ̀ʃənǽləti] What’s your nationality?

당신의 국 은 어디입니까?

 outgoing [형] ①나가는, 떠나가는 ②사교 인, 외향 인

[áutgòuiŋ] She's really an outgoing, bright, and funny girl.

그녀는 성격이 활발하고, 밝고, 재미있다. 

peanut [명] 땅콩

[píːnʌ̀t] The bowl is full of peanuts.

그릇에 땅콩이 가득해요. 

recycle [동] 재생하여 이용하다, 재활용하다, 재순환시키다

[riːsáik-əl] Aluminum cans can be recycled easily.

알루미늄 깡통은 쉽게 재활용할 수 있다.

TEST ▢ marine ▢ nationality ▢ outgoing ▢ peanut ▢ recycl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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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 [명] 학자

[skɑ́ləːr] He is more a scholar than a businessman.

그는 사업가라기보다는 학자이다.

tissue [명] ①조직, 직물  ②화장지, 휴지

 [tíʃuː] He blew his nose into a tissue.

그는 휴지로 코를 풀었다.

visual [형] 시각의, 에 보이는   [명] 시각정보, 상

[víʒuəl] She is a quick visual learner.

그녀는 썰미가 있다.

athlete [명] 운동선수, 스포츠맨

[ǽɵliːt] Athletes are running down the track.

육상선수들이 트랙을 쭉 따라 달리고 있다. 

biology [명] 생물학, 생태학

[baiɑ́lədʒi] I studied biology at university.

나는 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했다. 

TEST ▢ scholar ▢ tissue ▢ visual ▢ athlete ▢ biolog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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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명] 기후, 풍조

[kláimit] The climate here does not agree with me.

이 고장 기후는 내게 안 맞는다.

dessert [명] 디 트, 후식

 [dizə́ːrt] The meal includes dessert and coffee.

식사에는 디 트와 커피가 포함된다.

 ethical   [형] 도덕상의, 윤리 인

[éɵikəl] He’s a very ethical individual.

그는 상당히 윤리 인 사람입니다. 

feed [동] ①(동물 등에) 먹이를 주다 ②음식을 주다, 먹이다

[fiːd] Did you feed the fish?

물고기에게 먹이는 줬니?

innocent [형] 순진한, 천진난만한, 때묻지 않은

[ínəsnt] The girl smiled an innocent smile.

그 소녀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머 었다.

TEST ▢ climate ▢ dessert ▢ ethical   ▢ feed ▢ innocen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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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r [형] 달의, 태음의

[lúːnər] Today is the lunar New Year´s day, a holiday for 
us Koreans.

오늘은 음력설로 우리 한국인에게는 휴일이다.

merry [형] 명랑한, 웃고 즐기는, 즐거운

 [méri]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personality [명] ①개성, 성격, 성질 ②개인, 인간

[pə̀ːrsənǽləti] We admire our teacher´s personality and teaching style.

우리는 선생님의 인격과 교수 방식을 존경한다.

semester [명] 한 학기, 반 학년, 반 년간, 6개월

[siméstər] I'm preparing for the second semester.

2학기를 비하고 있어. 

trait [명] 특성, 특색, 특징

[treit] Generosity is one of her most pleasing traits.

함은 가장 호감이 가는 그녀의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TEST ▢ lunar ▢ merry ▢ personality ▢ semester ▢ trai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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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e [형] ~을 알아차리고, 깨닫고, ~을 인식하고 있는

[əwɛ́ər] I became aware of it in August of ’94.

제가 그걸 알게 된게 94년 8월쯤이니까요. 

bubble [명] 거품, 기포   [동] 거품이 일다, 부 부  끓다

 [bʌ́bəl] Water is boiling and bubbling.

물이 바 거리며 끓고 있다.

 clown [명] 어릿 , 익살꾼

[klaun] The clown looks sad.

그 는 슬퍼 보여요. 

dilemma [명] 진퇴양난, 딜 마, 궁지

[dilémə] He managed to get over the dilemma.

그는 그 난국을 그럭 럭 이겨냈다. 

exhausted [형] ①다 써버린, 소모된, 고갈된 ②지칠 로 지친

[igzɔ́ːstid] He was so exhausted that he could not speak.

그는 몹시 기진해 있어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 다.

TEST ▢ aware ▢ bubble ▢  clown ▢ dilemma ▢ exhausted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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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rce [형] ①사나운, 흉포한 ②격렬한, 맹렬한

[fiərs] Fierce fighting has continued.

격렬한 싸움이 계속되었다. 

intelligent [형] 이해력 있는, 지 인, 총명한

 [intélədʒənt] He is the most intelligent in his class.

그는 그의 반에서 가장 리하다. 

milestone [명] ①(돌로 된) 이정표 ②획기 인 사건

[máilstòun] The case was a milestone in my life.

그 사건은 내 인생의 시 이었다. 

physics [명] 물리학

[fíziks] He devoted his life to the study of physics.

그는 물리학 연구에 한평생을 바쳤다.

servant [명] 하인, 종, 머슴, 부하

[sə́ːrv-ənt] The servants were all paid off.

하인들은 보수를 받고 모두 해고되었다.

TEST ▢ fierce ▢ intelligent ▢ milestone ▢ physics ▢ servan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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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l [형] ①생명의, 생생한, 힘찬 ②극히 한

[váitl] This is a vital question for the health of the citizen(s).

이것은 시민 보건에 한 문제이다.

collide [동] 충돌하다, 부딪치다

 [kəláid] The car collided with the truck.

승용차와 트럭이 충돌했다.

 direct [동] 지도하다, 감독하다, 지시하다    [형] 바른, 직 의

[dirékt, dai-] Could you direct me to the library?

도서 으로 가는 길을 알려 주시겠습니까?

extinct [형] ①(불 등이) 꺼진, 끊어진, 사라진 ②(생명이) 멸종된

[ikstíŋkt] Dinosaurs became extinct 65 million years ago.

공룡은 6천 5백만 년 에 멸종되었다. 

fluid [형] 유동성의, 유동 인   [명] 유동체, 유체

[flúːid] Water and mercury are fluids.

물과 수은은 액체다. 

TEST ▢ vital ▢ collide ▢  direct ▢ extinct ▢ fluid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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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ade [동] 침략하다, 침입하다, 어 닥치다

[invéid] Terror invaded our minds.

우리의 마음에 공포가 엄습했다.

misplace [동] ~의 놓을 장소가 틀리다, 잘못 두다

 [mispléis] Oh dear, I seem to have misplaced the bill.

맙소사, 청구서를 어디에 잘못 둔 것 같아.

poet [명] 시인

[póuit] Such poets as Shakespeare are rare.

셰익스피어와 같은 시인은 드물다.

solar [형] 태양의, 태양 선을 이용한

[sóuləːr] The Sun is the largest object in our solar system.

태양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물체다. 

volunteer [명] 지원자, 자원 사자   [동] 자진하다   [형] 자발 인

[vɑ̀ləntíər] 22% of the students volunteer at children's centers. 

학생들의 22%는 어린이 센터에서 자원 사 활동을 한다. 

TEST ▢ invade ▢ misplace ▢ poet ▢ solar ▢ volunteer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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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at [동] 싸우다, 투쟁하다    [명] 투, 투쟁

[kɑ́mbæt] They conducted a campaign to combat crime.

그들은 범죄 퇴치 캠페인을 벌 다.

diverse [형]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의 

 [divə́ːrs, dai-] Diverse opinions were expressed at the meeting.

모임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fortunate [형] 운 좋은, 행운의

[fɔ́ːrtʃ-ənit] We were fortunate to have a house like that.

다행히도 그와 같은 집을 갖게 되었다.

isolate [동] 고립시키다, 격리시키다, 분리시키다

[áisəlèit] The police tried to isolate the cause of the problem.

경찰은 그 문제의 원인을 분리해 내려고 했다. 

myth [명] 신화, 신화  인물, 가공의 인물

[miɵ] In Roman myth, Mercury was the messenger of the gods.

로마 신화에서 머큐리는 신들의 사자 다. 

TEST ▢ combat ▢ diverse ▢  fortunate ▢ isolate ▢ myth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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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ous [형] 귀 한, 값비싼

[préʃəs]  You are so precious to me.

는 내게 무척 소 하다. 

souvenir [명] 기념품, 토산품, 추억의 유품, 선물

 [sùːvəníəː] I promise to bring you a souvenir.

기념품을 사다 께. 

competition [명] 경쟁, 경기, 시합

[kɑ̀mpətíʃən] Without competition, progress stops.

경쟁이 없으면 진보는 멈춘다.

drown [동] 물에 빠져 죽다, 익사하다, 물에 빠져 죽게 하다, 익사시키다

[draun] He drowned himself in Han River.

그는 한강에 투신했다.

furthermore [부] 더욱이, 게다가, 더군다나

[fə́ːrðəːrmɔ̀ːr] Furthermore, they had to memorize whole texts.

게다가 그들은 원서를 통째로 외워야 했다. 

TEST ▢ precious ▢ souvenir ▢ competiti-on ▢ drown ▢ furthermor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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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d [동] 이해하다, 인식하다, 악하다

[kɑ̀mprihénd] They did not comprehend the significance of his remark.

그들은 그의 말의 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dynasty [명] 왕조, 왕가, 명가, 명문

 [dáinəsti] The practice dates from the Joseon Dynasty period.

이 풍습은 조선 시 부터 시작된 것이다.

 species [명] (분류상의) 종(種), 종류

[spíːʃi(ː)z] There are 5,000 different species of seaweed.

해 는 5,000 종류가 있다.

cooperate [동] 력하다, 동하다

[kouɑ́pərèit] I cooperated with my friends in doing the work.

나는 친구들과 력해서 그 일을 했다.

spectator [명] 구경꾼, 객, 목격자

[spékteitəːr] Spectators are watching the performers.

구경꾼들이 연기자들을 지켜보고 있다. 

TEST ▢ compre-

hend
▢ dynasty ▢  species ▢ cooperate ▢ spectator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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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cumber [명] 오이

[kjúːkəmbər] How much is a box of cucumbers?

오이 한 상자에 얼마에요? 

swift [형] 빠른, 신속한

 [swift] He was swift to hear, slow to speak.

남의 말을 듣는 데는 빨랐으나 말은 느린 편이었다.

sword [명] 검, 칼 ; 무력

[sɔːrd]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문은 무보다 강하다.

syllable [명] 음

[síləbbəl] The accent falls on the last syllable.

악센트는 끝 음 에 온다.

sympathy [명] ①공감, 동감 ②동정, 연민

[símpəɵi] I offered them my sympathy.

그들에게 동정을 표했다.

TEST ▢ cucumber ▢ swift ▢ sword ▢ syllable ▢ sympath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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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rel [동] 싸우다, 말다툼하다   [명] 말다툼, 싸움

[kwɔ́ːrəl] Whenever the two met, they quarreled.

둘은 만나면 언제나 싸웠다.

raw [형] 날것의, 가공하지 않은

 [rɔː] Don't drink raw milk.

가공하지 않은 우유는 마시지 말아라. 

 sacrifice [동] 희생하다, 희생으로 바치다   [명] 제물, 희생(시킴)

[sǽkrəfàis] She sacrificed her vacations to help me.

그녀는 나를 도우려고 자신의 휴가를 내놓았다.

tear [명] ① 물 ②찢음   [동] ① 물을 짓다 ②찢다, 잡아 째다

[tiəːr] I could not keep back my tears. 

나는 물을 하지 못했다.

unite [동] 결합하다, 합치다, 하나가 되다

[juːnáit] All countries must unite to fight global warming.

모든 나라들은 지구 온난화와 싸우기 해 뭉쳐야 한다.

TEST ▢ quarrel ▢ raw ▢ sacrifice ▢ tear ▢ unit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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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명] 탈 것, 차, 운송수단

[víːikəl] No overloaded vehicles.

과  차량 진입 지. 

wave [명] 도, 물결   [동] 도치다, 물결치다, (손 흔들며) 인사하다

 [weiv] We all waved to her as the train left.

기차가 떠나자 우리는 모두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reach [동] ~에 도달하다, ~에 도착하다  

[riːtʃ] When I lived by the station I could reach the office 
on time.

역 가까이에 살고 있을 때는 시간에 맞춰 회사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sand [명] 모래, 모래벌

[sænd] I have some sand in my eye.

에 모래가 들어갔다.

thunder [명] 천둥, 우    [동] 천둥치다

[ɵʌ́ndəːr] Lightning precedes thunder.

천둥이 치기 에 번개가 번쩍인다. 

TEST ▢ vehicle ▢ wave ▢ reach ▢ sand ▢ thunder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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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ess [ ] 만약 ~이 아니라면

[ənlés] You’ll miss the bus unless you walk more quickly.

더 빨리 걷지 않으면 버스를 놓칠라.

relate [동] 이야기하다, 련시키다

 [riléit] He relates the accident to his mistake.

그는 그 사고를 자기 실수와 결부시킨다. 

 scale [명] ①비늘 ② 울, 천칭 ③ , 비율   [동] 울로 달다

[skeil] She weighed the meat in the scales.

그녀는 울로 고기의 무게를 달아보았다.

tiny [형] 작은, 조그마한

[táini] What a tiny dog it is!

그 개 깜 하게도 작네!

wing [명] 날개

[wiŋ] The eagle spread its wings.

독수리가 날개를 폈다.

TEST ▢ unless ▢ relate ▢  scale ▢ tiny ▢ wing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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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 [명] 임 , 임차, 집세   [동] 임 하다, 임차하다

[rent] I am two month behind with the rent. 

나는 집세가 두 달이나 렸다.

search [동] 찾다, 수색하다, 탐색하다   [명] 수색, 조사, 탐색

 [səːrtʃ] He searched through his papers.

그는 서류를 뒤지면서 찾았다.

toward [ ] ~쪽으로, ~을 향하여

[tɔːrd] She faced toward the sea.

그녀는 바다 쪽을 향했다.

replace [동] ①제자리에 놓다 ② 신하다

[ripléis] I replaced the old carpet with a new one.

낡은 카펫을 새것으로 교체했다.

shock [명] 충격, 쇼크   [동] 충격을 주다, 깜짝 놀라게 하다

[ʃɑk / ʃɔk] His death came as a shock.

그의 죽음은 충격 인 것이었다. 

TEST ▢ rent ▢ search ▢ toward ▢ replace ▢ shock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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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 [명] 문제 , 말썽, 성가심, 분쟁

[trʌ́b-əl] It gave me much trouble.

그것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responsible [형] (~에 해) 책임이 있는, 책임져야 할

 [rispɑ́nsəb-əl] You’re directly responsible for this accident.

당신은 이 사고에 직  책임이 있다.

 shoot [동] (총, 활을) 발사하다, 쏘다   [명] 사격, 발포, 발사

[ʃuːt] My gun won’t shoot straight.

내 총은 아무리해도 총알이 바로 나가지 않는다.

review [동] ①평론, 비평 ②재검토, 재조사 ③복습

[rivjúː] Let’s begin by reviewing the last lesson.

이  과 복습부터 시작합시다.

shower [명] 소나기, 샤워  [동] 샤워하다, 소나기로 시다

[ʃáuəːr] He showered gifts on his son.

그는 아들에게 선물을 듬뿍 주었다.

TEST ▢ trouble ▢ responsible ▢  shoot ▢ review ▢ shower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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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명] 험(성), 모험

[risk] Some risk must be run.

다소의 험을 무릅써야 한다.

shut [동] (문 등을) 닫다, 잠그다, (뚜껑을) 덮다   [형] 닫은

 [ʃʌt] Shut the door after you.

들어오거든[나오거든] 문을 닫아라. 

root [명] ①뿌리, 땅  기 ②근원, 본원 ③핵심

[ruːt, rut] As they grow, tree roots stabilize the ground.

나무가 자람에 따라 나무는 땅을 굳건하게 한다.

space [명] 공간, 우주, 장소, 여지

[speis] Man is weightless in space.

사람은 우주에서는 무 력 상태가 된다.

suggest [동] ①암시하다, 시사하다 ②제시하다, 제안하다

[səgdʒést] Father suggested going on a picnic.

아버지는 피크닉을 가면 어떻겠느냐고 말 하셨다.

TEST ▢ risk ▢ shut ▢ root ▢ space ▢ sugges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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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형] ①경제의 ②재정의 

[ìːkənɑḿik] My country is in a bad economic state.

우리나라는 경제 상황이 나쁘다.

considerable [형] 상당한
 [kənsídərəbəl] She has considerable influence with her son.

그녀는 아들에게 상당한 향력을 가진다.

practical [형] 실용적인
[prǽktikəl] This dish is only for practical use.

이 시는 실용 인 것이다.

modest [형] ①검소한 ②겸손한 
[mɑ́dist] His nephew was very modest and considerate.

그의 조카는 매우 겸손하고 인정이 많았다.

invaluable [형] 귀중한, 값을 헤아릴 수 없는
[invǽljuəbəl] His advice was invaluable to the success of the 

project.

그의 충고는 그 계획의 성공에 매우 귀 했다.

TEST ▢ economic ▢ considerable ▢ practical ▢ modest ▢ invaluabl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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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형] ①효과 인 ②유효한

[ife ́ktiv] A black belt is very effective with that skirt.

검정색 벨트가 그 치마에는 더 효과 이다(어울린다).

offend [동] 기분을 상하게 하다
 [əfe ́nd] I wonder if I've offended him.

내가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궁 하다.

literature [명] 문학
[lítərətʃər] Are you familiar with modern literature?

근  문학에 해 잘 아십니까?

inquire [동] 묻다
[inkwáiər] To inquire further, please contact us toll-free.

더 질문이 있으시면, 무료 화로 희에게 화 주십시오.

despite [ ] ~임에도 불구하고
[dispáit] Despite their best efforts, their mission resulted in 

failure.

그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임무는 
실패로 끝났다.

TEST ▢ effective ▢ offend ▢ literature ▢ inquire ▢ despit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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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형] ①객 인 ②목 의

[əbdʒe ́ktiv] From an objective viewpoint, the former is superior 
to the latter.

객 인 에서 볼 때, 자가 후자 보다 우수하다.

definition [명] 정의 
[de ̀fəníʃən] Scientific terms call for precise definitions.

과학 용어에는 엄 한 정의가 요구된다.

alter [동] 바꾸다, 바뀌다
[ɔ́ːltər] The slaves were anxious to alter their destinies.

노 들은 자신의 운명들을 바꾸기를 열망했다.

attitude [명] ①태도 ②자세 ③의견, 심정
[ǽtitjùːd] Always maintain a positive attitude.

항상 정 인 태도를 유지하라.

acknowledge [동] 인정하다
[æknɑ́lidʒ] I acknowledge that it is true.

나는 그 이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TEST ▢ objective ▢ definition ▢ alter ▢ attitude ▢ acknowledg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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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e [동] ①나타내다 ②가리키다

[índike ̀it] This chart indicates that the criminal rate is on the 
increase.

이 표는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financial [형] 재정의, 재정적인
 [finǽnʃəl] The country decided to provide developing countries 

with financial aid.

그 나라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재정 원조를 하기로 결정했다.

immediately [부] 곧바로, 즉시
[imíːdiitli] He immediately put it into practice

그는 즉시 실행에 옮겼다.

state [명] ①상태 ②주 ③국가
[steit] An earthquake hit the state capital.

지진이 주의 수도를 강타했다.

range [명] ①줄, 열 ②행위 ③산맥    [동] 정렬하다
[reindʒ] The peaks range in height from 1000 to 3000m.

우리들은 높이가 1000m에서 3000m까지 이른다.

TEST ▢ indicate ▢ financial ▢ immediately ▢ state ▢ rang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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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nge [동] ①계획하다, 정하다 ②정돈하다 ③편곡하다

[əre ́indʒ] Everything is well arranged in order.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잘 정돈되어 있다.

hook [동] 낚아채다     [명] 갈고리, 걸쇠

[huk] We will be able to hook the programs into our 
home TV set and enjoy them..

우리는 이 로그램들을 우리의 집 TV 수상기에 가져와 그
것들을 즐길 수 있다.

household [명] 가정
[hauśhòuld] Machines at home have reduced the time spent on  

household labor.

가정에서의 기계는 가사에 걸리는 시간을 이게 했다.

recall [동] 회상하다
[rikɔ́ːl] Jane recalled much from five years of living in 

Pusan.

제인은 부산에서 살았던 5년에서 많은 것을 회상했다.

mercy [명] ①자비 ②정상참작
[mə́ːrsi] The man pleaded for mercy.

그 남자는 정상참작을 간청했다.

TEST ▢ arrange ▢ hook ▢ household ▢ recall ▢ merc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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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rmous [형] 막 한, 거 한

[inɔ́ːrməs] He showed off the enormous property.

그는 막 한 재산을 자랑했다.

calculate [동] ①계산하다 ② ～라고 추측하다

 [kǽlkjəle ̀it] Please calculate the volume.

부피를 계산해 시다.

contract [명] 계약, 계약서
[kɑ́ntrækt] Jill signed a contract.

질은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stiff [형] ①딱딱한 ②뻗뻗한 ③엄격한 ④완고한
[stif] If you have a stiff neck, try stretching.

어깨가 결린다면, 스트 칭을 시도해 보아라.

sweep [동] ①쓸다 ②(유행 등이)~을 석권하다
[swiːp] My mother swept the porch .

어머니가 을 쓸었다.

TEST ▢ enormous ▢ calculate ▢ contract ▢ stiff ▢ sweep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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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ggle [동] ①노력하다, 분투하다 ②싸우다

[strʌǵəl] The old man was struggling alone in the sea.

노인은 바다에서 혼자 분투하고 있었다.

regulate [동] ①규정하다, 규제하다 ②(속도, 온도)조정하다
[re ́gjəle ̀it] The government regulates the supply of money.

정부는 통화 공 을 규제하고 있다.

adequate [형] ①적당한 ②충분한
[ǽdikwit] Over one billion people lack adequate housing.

십억 명 이상의 사람들은 당한 주택이 없다.

plenty [명] 많은 것
[plénti] There is plenty of time.

시간이 충분히 있다.

legal [형] ①법적인 ②합법의
[líg-əl] The lawyer recommended that his client take legal 

action.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  조치를 취할 것을 권했다.

TEST ▢ struggle ▢ regulate ▢ adequate ▢ plenty ▢ legal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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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 [동] ①조정하다, 맞추다 ② 응하다

[ədǽpt] Learning English will help you adapt to life in 
U.S.A.

어 학습이 미국에서의 생활에 응하는 것에 도움을  
것이다.

adopt [동] 입양하다 
 [ədɑ́pt] People all adopt children for the same reason.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이유로 아이를 입양한다.

predict [동] 예측하다, 예언하다
[pridíkt] The specialist predicts international tension.

그 문가는 국제 인 긴장감을 측하고 있다.

status [명] 지위, 신분
[stéitəs] In Asia, men seem to hold much more status than 

women.

아시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은 지 를 가진
다.

anxiety [명] ①걱정, 불안감 ②염원, 갈망
[æŋzáiəti] Many children feel separation anxiety.

많은 어린이들이 가까운 사람과 떨어져 있는데 불안감을 느
낀다.

TEST ▢ adapt ▢ adopt ▢ predict ▢ status ▢ anxiet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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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e [동] 나 다, 분리시키다     [형] ①분리된 ②별개의

[se ́pəre ̀it] Food waste should be separated from other wastes.

음식물 쓰 기는 다른 쓰 기들과 분리되어져야 한다.

security [명] ①안전(보장) ②유가증권 ③담보
[sikju ́-ə r it i]   
  What is the security threat?

보안 이란 무엇입니까?

evident [형] 분명한, 명백한
[évidənt] It was evident that he was guilty of the crime.

그가 그 범죄에 유죄라는 것은 분명했다.

represent [동] ①대표하다 ②나타내다, 상징하다
[rèprizént] The red lines on the map represent railways.

지도상의 빨간 선들은 철로를 나타낸다.

associate [동] ①연합시키다, 연관시키다 ②교제하다
[əsóuʃièit] Alcohol is associated with some cancers.

술은 일부 암들과 연 이 있다.

TEST ▢ separate ▢ security ▢ evident ▢ represent ▢ associat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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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 [동] 수행하다

[kɑ́ndʌkt] A man conducted an experiment in a movie 
theater.

한 남자가 화 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

accuse [동] ①비난하다 ②고발하다, 고소하다

 [əkjúːz] He was accused of theft.

그는 도로 고소당했다.

creature [명] 피조물, 생명체
[kríːtʃər] In man's early days, competition with other 

creatures must have been critical.

인류 기에 다른 피조물과의 경쟁은 한 일이었음에 틀
림없다.

promote [동] ①조장하다 ②승진시키다
[prəmóut] The project was accused of promoting "mind 

control" by the press

그 계획은 언론에 의해 ‘마인드 컨트롤’을 조장한다는 비난
을 받았다.

chemical [명] 화학 물질, 화학 약품  [형] 화학의, 화학적인
[kémikəl] This plastic garbage bag is free of harmful 

chemicals.

비닐로 만들어진 이 쓰 기 투는 유해한 화학 물질이 들어
있지 않다.

TEST ▢ conduct ▢ accuse ▢ creature ▢ promote ▢ chemical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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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명] ① 진 ②선불  [동] ① 진하다 ②승진시키다

[ædvæ ́ns]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made people live 
longer than in the past.

의료 기술의 진보로 과거보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다.

measure [명] ①조치②척도  [동] ①측정하다 ②판단하다
[me ́ʒəːr] The company didn't take proper measures.

그 회사는 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release [동] ①석방하다 ②방출하다 ③개봉하다
[rilíːs] Two prisoners were released yesterday.

두 죄수들이 어제 석방되었다.

material [명] ①재료 ②옷감 ③자료    [형] 물질적인
[mətíəriəl] Korea imports various raw materials.

한국은 다양한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

instruct [동] ①가르치다 ②지시하다
 [instrʌ́kt] The professor instructed me to see him after class.

교수님은 나에게 수업이 끝난 후 보자고 하셨다.

TEST ▢ advance ▢ measure ▢ release ▢ material ▢ instruc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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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cy [형] ①공상의 ②비싼 [동][명] ①공상(하다) ②애호(하다)
[fǽnsi]

For physical fitness, we do not need to spend much 
money on fancy exercise equipment.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해 비싼 운동 기구를 사는데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다.

equipment [명] 장비, 용품, 기기
 [ikwípmənt] His invention is superior to previous equipment.

그의 발명품은 이 의 기기보다 뛰어나다.

significance [명] ①의의 ②중요성
[signífikəns] The significance of these two patterns shows 

different situations.

이 두 가지 형태의 의의는 다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expose [동] ①노출시키다, 드러내다 ②폭로하다
[ikspo ́uz] In fact, the inhabitants were exposed to radiation.

사실, 주민들은 방사능에 노출되었다.

improve [동] 개량하다, 개선하다, 향상시키다
[imprúːv] There is still something to improve.

아직 개선할 부분이 있다.

TEST ▢ fancy ▢ equipment ▢ significance ▢ expose ▢ improv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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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quently [부] 결과 으로

[kɑ́nsikwèntli]
People are consequently most comfortable in a 
group.

사람들은 결과 으로 집단 안에서 가장 편안하다.

conform [동] 순응하다, 따르다
[kənfɔ́ːrm] Jack eventually conformed to the custom of society.

잭은 결국 사회의 습에 따랐다.

mass [명] ①대중 ②질량 ③덩어리 ④대량
[mæs] We put on mass-produced clothing.

우리는 량으로 생산되어진 옷을 입는다.

feather [명] 깃털
[féðər] She was dressed in white feathers.

그녀는 하얀 깃털 옷을 입고 있었다.

evil [명] 재산, 불행     [형] 나쁜
[íːvəl] If she stopped dancing, he said, something evil 

would happen to her.

만약 그녀가 춤추는 것을 멈춘다면, 그녀에게 나쁜 일이 일
어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TEST ▢ consequently ▢ conform ▢ mass ▢ feather ▢ evil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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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ve [동] ①결심하다 ②결의하다 ③해결하다

 [rizɑ́lv] He resolved to become a big-league umpire.

그는 큰 경기의 심 이 되기로 결심했다.

profess [동] ①공언하다 ②직업으로 하다, 교수가 되다

 [prəfe ́s] He professed to have no connection with the affair.

그는 그 사건과 계가 없다고 공언했다.

domestic [형] ①가정의 ②국내의
[douméstik] Some women have confined themselves mostly to 

domestic activities.

어떤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주로 집안의 활동에만 제한시킨
다.

affair [명] ①일 ②문제
[əfɛ́ər] She had little interest in her husband's political 

affairs.

그녀는 남편의 정치 인 일에는 거의 심을 가지지 않았
다.

organization [명] 단체, 조직, 기구
[ɔ̀ːrgənizéiʃən] He had more and more responsibilities with the 

social organization.

그는 그 사회단체에서 더욱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TEST ▢ resolve ▢ profess ▢ domestic ▢ affair ▢ organization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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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 [동] 발견하다    [명] (사건 등의) 장

[spɑt] Lucky people tended to spot the message.

행운이 있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경향이 있었
다.

detail [명] 상세항목, 세부
[díːteil]

I still can remember small details about my 
childhood.

나는 나의 유년기에 한 작고 상세한 일들을 여 히 기억
할 수 있다.

direction [명] ①방향 ②지시
[dirékʃən] The scientist knew that it pointed in different 

directions during the day.

그 과학자는 그것이 낮 동안에는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다.

executive [명] 경영자, 간부
[igzékjətiv] The executives entertained them at Korean 

restaurants.

그 간부들은 그들을 한국 음식 에서 했다.

available [형] 이용할 수 있는, 손에 넣을 수 있는T
[əvéiləbəl] Higher education is not free, but it is available to 

almost anyone.

고등 교육은 무료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
다.

TEST ▢ spot ▢ detail ▢ direction ▢ executive ▢ availabl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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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명] ①동일함 ②자아, 정체성

[aide ́ntəti] Many issues are first addressed in adolescence or 
during identity formation.

많은 문제들이 사춘기에, 즉 자아 형성기 동안에 처음으로 
언  되어진다.

distinguish [동] ①구별하다 ②두드러지게 하다 
 [distíŋgwiʃ] It wa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twins.

그 둥이들은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license [동] 인가하다, 허가하다     [명] 허가증
[láisəns] You can't drive without a license.

허가증 없이는 운 을 할 수 없다.

ban [동] 금지하다    [명]금지(령)
[bæn] The group protested against a ban on abortion.

그 단체는 낙태 지에 해 항의했다.

conscious [형] 의식적인
[kɑ́nʃəs] She made a conscious effort to help the poor.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해 의식 인 노력을 했다.

TEST ▢ identity ▢ distinguish ▢ license ▢ ban ▢ conscious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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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 [명] 기

[ɔ́ːrgən] The blood helps to warm our heart, liver, and other 
important organs.

액은 우리의 심장, 간, 그리고 다른 요한 기 들을 따뜻
하게 하는데 도움을 다.

ambitious [형]  ①야망 있는, 열망 하는 ② 대규모의
[æmbíʃəs] My brother became ambitious.

나의 형은 야망을 갖게 되었다.

poverty [명] 가난, 빈곤
 [pɑ́vərti] I had read how they rose from poverty to fame 

and greatness.

나는 그들이 어떻게 가난에서 일어나 명성을 얻고 해 
졌는지에 해 읽었다.

extremely [부] 매우, 극단적으로
[ikstríːmli] Even small movements are extremely importan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작은 움직임들 조차도 사람간의 계에서 아주 요하다.

temporary [형] 일시적인
[témpərèri] However small and temporary, all nonverbal 

behaviors are important.

작든 일시 이든, 모든 비언어 인 행동들은 요하다.

TEST ▢ organ ▢ ambitious ▢ poverty ▢ extremely ▢ temporar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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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tive [형] ①민감한 ②느끼기 쉬운
[se ́nsətiv] Skin is sensitive to touch, temperature and pain.

피부는 , 온도, 고통에 민감하다.

occasion [명] ①행사, 축제일 ②경우
 [əke ́iʒən] Birthdays are usually occasions of much happiness 

and joy.

일반 으로 생일은 많은 행복과 즐거움의 축제일이다.

hesitate [동] 주저하다
[hézətəns] When being asked about his or her hobby, few 

hesitate to answer quickly.

취미에 해 질문을 받을 때, 빨리 답하길 주 하는 사람
은 거의 없다.

pressure [동][명] 강요(하다), 압박(하다), 기압
[pre ́ʃər] Many women who work outside the home still feel 

pressured to do all the work.

가정 밖에서 일을 하는 많은 여자들은 여 히 모든 가사를 
하도록 강요받는다고 느낀다.

agent [명] 대리인
[e ́idʒənt] Get in touch with my agent right away.

곧바로 나의 리인과 연락을 취해 주십시오.

TEST ▢ sensitive ▢ occasion ▢ hesitabe ▢ pressure ▢ agen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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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명] ①물체, 상 ②목표    [동] 반 하다

[ɑ́bdʒikt] Do you object to her plan?

그녀의 계획에 반 하십니까?

settle [동] ①정착하다 ②해결하다 ③진정시키다
[se ́tl] She got married and settled in England.

그녀는 결혼해서 국에 정착했다.

investigate [동] 조사하다
[invéstəgèit] The research team investigated the phenomena.

그 연구 은 그 상들을 조사했다.

survey [동] 조사하다, 측량하다    [명] 조사, 측량
[səːrvéi] A market survey was taken to learn the 

consumer's opinion.

소비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해 시장 조사가 이루어졌다.

submit [동] ①제출하다 ②복종하다, 굴복하다
[səbmít] Did you submit your paper to the professor?

는 과제를 교수님께 제출했니?

TEST ▢ object ▢ settle ▢ investigate ▢ survey ▢ submi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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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명] ① 진 ②진보    [동] ① 진하다 ②진보하다 

[prɑ́grəs] In order to progress into the next century, we 
should start reforms.

다음 세기로 나아가기 해서, 우리는 개 들을 단행해야 
한다.

passage [명] ①통로 ②구절 ③통행 ④경과
 [pǽsidʒ] With the passage of years, she grew more 

beautiful.

수년이 경과하면서, 그녀는 더욱 아름답게 자랐다.

outstanding [형] 뛰어난, 두드러진
[àutstæ ́ndiŋ] He is an outstanding student.

그는 뛰어난 학생이다.

interpret [동] ①통역하다 ②이해하다 ③연출하다
[intə́ːrprit] I'll interpret for you in Japanese.

제가 일본어로 통역을 해 드리겠습니다.

transfer [동][명] ①갈아타다 ②전근(하다) ③전송(하다)
[trænsfə́ːr] Transfer at the next stop, please.

다음 정거장에서 갈아타세요.

TEST ▢ progress ▢ passage ▢ outstanding ▢ interpret ▢ transfer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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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e [동] ①선언하다, 공언하다 ②(세  등에) 신고하다

[diklɛ́ər]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신고할 물건이 있습니까?

undergo [동] (변화 등을) 겪다, 경험하다
[ʌǹdərgo ́u] China's industry has undergone dramatic changes.

국의 산업이 극 인 변화를 겪었다.

exceed [동] 넘다, 초과하다
[iksíːd] She exceeded the speed limit.

그녀는 제한 속도를 과했다.

context [명] ①배경, 정황 ②문맥
[kɑ́ntekst] What does it mean in this context?

그것은 문맥상 어떤 의미입니까?

absorb [동] ①흡수하다 ②받아들이다 ③열중하게 하다
[æbsɔ́ːrb] The sponge absorbs water well.

스펀지는 물을 잘 흡수한다.

TEST ▢ declare ▢ undergo ▢ exceed ▢ context ▢ absorb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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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 [동] ①나타나다, 출연하다 ②(사실 등이) 드러나다

[imə́ːrdʒ] When she emerged from the cave, he got 
frightened.

그녀가 동굴에서 나타나자, 그는 깜짝 놀랐다.

accompany [동] ①동행하다 ②수반하여 일어나다 ③반주하다
 [əkʌ́mpəni] Children under 8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8세 미만의 어린들은 어른을 동반해야 한다.

appoint [동] ①임명하다, 지정하다 ②(장소 등을) 정하다
[əpɔ́int] Andy was appointed as the leader of our team.

앤디는 우리 의 리더로 임명되었다.

sufficient [형] 충분한    [명] 충분(한 양)

[səfíʃənt] Human beings need sufficient sleep.

인간은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fundamental [형] ①근본적인, 기본적인 ②중요한
[fʌǹdəme ́ntl]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poems 

and novels.

시와 소설은 근본 인 차이가 있다.

TEST ▢ emerge ▢ accompany ▢ appoint ▢ sufficient ▢ fundamental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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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 [명] ①일치, 조화 ② 정

[əkɔ́ːrd] Her statement wasn't in accord with the evidence.

그녀의 진술은 증거와 일치하지 않았다.

burst [동] ①터뜨리다 ②폭발하다
[bəːrst] He burst into laughter.

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candidate [명] (입)후보자, 음모자
[kǽndideìt] The candidate was disappointed by the result of 

the election.

그 후보자는 선거 결과에 실망했다.

glance [동] 흘끗  쳐다보다   [명]흘끗 쳐다 봄
[glæns] She took a glance into the mirror.

그녀는 거울을 흘끗 들여다보았다.

dare [동] 과감히 ~하다
[dɛər] No one dares to deny his opinion.

그의 의견을 과감히 부인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TEST ▢ accord ▢ burst ▢ candidate ▢ glance ▢ dar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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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te [형] 정확한, 정 한

[ǽkjərit] This information is not accurate.

이 정보는 정확하지가 않다.

budget [명] 예산(안)    [형] 가격이 싼
 [bʌd́ʒit] The federal budget was approved by Congress.

연방 정부의 산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capacity [명] ①용량, 수용량 ②능력
[kəpæ ́səti] He possesses a great capacity for writing.

그는 쓰기에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

alternative [형] 대신의, 다른 한 쪽의 [명] 다른 한 쪽의 선택지
[ɔːltə́ːrnətiv] We have no alternative but to work.

일하는 수밖에 딴 도리가 없다.

fertile [형] ①비옥한 ②많이 낳은, 생식 능력이 있는
[fə́ːrtl] Chemical fertilizers can make fertile land barren.

화학 비료는 비옥한 토지를 척박하게 만들 수 있다.

TEST ▢ accurate ▢ budget ▢ capacity ▢ alternative ▢ fertil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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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 [동] ① 향을 미치다 ②가장하다 ③감동시키다

[əfe ́kt] The green house effect affects the environment.

온실 효과는 환경에 향을 미친다.

cattle [명] 소
[kǽtl] Scientists can't apply cloning techniques to cattle.

과학자들은 클론 기술을 소에게 응용해서는 안 된다.

found [동] 설립하다
[faund] The research institute was founded in the early 

1980s.

그 연구소는 1980년  반에 설립되었다.

cease [동] 끝나다, 그만두다
[siːs] It will cease one day.

그것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generous [형] ①관대한 ②(크기, 양) 풍부한
[ʤénərəs] Jill is very generous.

질은 매우 하다.

TEST ▢ affect ▢ cattle ▢ found ▢ cease ▢ generous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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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형] 1년(단 )의, 매년의

[ǽnjuəl] Many representatives were present at the annual 
conference.

많은 표자들이 연례회의에 참석했다.

circumstance [명] (-s) 상황
 [sə́ːrkəmstæ̀ns] I can't endure any longer under the circumstances.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numerous [형] 많은, 엄청난
[njúːm-ərəs] He pointed out numerous errors.

그는 많은 실수들을 지 해냈다.

corrupt [형] 부패한, 타락한  [동] 부패시키다
[kərʌ́pt] The corrupt policeman was arrested.

그 부패한 경찰 은 체포되었다.

route [명] ①길 ②노선, 항로
[ruːt] Which route did he take?

그는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TEST ▢ annual ▢ circumstance ▢ numerous ▢ corrupt ▢ rout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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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 [동] 긴장시키다, 잡아당기다  [명] 긴장, 과로, 고통

[strein] My mother strained her back.

어머니께서 허리를 다치셨다.

fortune [명] ①재산 ②운명 ③운
[fɔ́ːrtʃ-ən] They accumulated a tremendous fortune.

그들은 막 한 재산을 축 했다.

appeal [동] ①호소하다 ②항소하다 [명] ①호소 ②매력 
[əpíːl] You should appeal to reason.

여러분은 이성에 호소해야만 한다.

capture [동][명] ①생포(하다) ②점령(하다) ③기록(하다)
[kǽptʃər] The girl captured the pretty butterfly.

소녀는 쁜 나비를 잡았다.

demonstrate [동] ①보여주다, 실증하다 ② 항의하다
[démənstrèit] You should demonstrate your talent.

여러분 자신의 재능을 증명해야 한다.

TEST ▢ strain ▢ fortune ▢ appeal ▢ capture ▢ demonstrat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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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e [동] 진단하다

[dáiəgno ̀us] She was diagnosed with cancer.

그녀는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guarantee [동][명] ①보장(하다) ②보증(하다) 
 [gæ̀rəntíː] They guarantee the quality of their products.

그들은 자신들의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

inevitable [형] 피할 수 없는  [명] (the-) 불가피한 것
[ine ́vitəbəl] The aging of our society is inevitable.

우리 사회의 노령화는 불가피하다.

lay [동] ①두다, 놓다 ②낳다 ③(책임을) 덮어씌우다
[lei] The mother laid the baby down.

엄마가 아기를 눕혔다.

oppose [동] ①~에 반대하다 ②대비시키다
[əpo ́uz] They are opposed to abortion.

그들은 낙태에 반 하고 있다.

TEST ▢ diagnose ▢ guarantee inevitable ▢ lay ▢ oppos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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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형] 이 의, 앞의   [부] 보다 에, 앞서

[príːviəs] He died previous to my arrival.

그는 내가 도착하기 에 죽었다.

reform [명] 개혁, 개선 [동] ①개혁하다 
[riːfɔ́ːrm] The ministry announce a plan for welfare reform.

장 은 복지 개 을 한 계획을 발표했다.

motive [명] 동기, 자극   [형] 원동력이 되는
[móutiv] The motive for the crime is not yet known.

범행의 동기는 아직 밝 지지 않았다.

approve [동] ①승인하다 ②찬성하다
[əprúːv] Congress is sure to approve the budget.

의회가 그 산안을 승인할 것이 확실하다.

apt [형] ①~하는 경향이 있는, ~하기 쉬운 ②적절한 
[æpt] She was apt to sing when she was gloomy.

그녀는 우울할 때면 노래하는 경향이 있다.

TEST ▢ previous ▢ reform ▢ motive ▢ approve ▢ ap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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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 [동] ①주장하다 ②요구하다  [명] ①주장, 청구 ②권리

[kleim] He claimed he was not guilty.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detective [명] 탐정, 형사
 [ditéktiv] The detective took down her statement.

그 탐정은 그녀의 진술을 받아 었다.

essential [형] ①본질의 ②필수적인  [명] ①본질 ②핵심
[ise ́nʃəl] Exercise is essential for fitness.

운동은 건강을 해선 필수 이다.

vertical [형] 수직의   [명] 수직선
[və́ːrtikəl] Vertical stripes made her look slim.

세로 무늬가 그녀를 날씬하게 보이게 했다.

long for [동] 갈망하다
[lɔːŋ fɔːr] The refugees are longing for freedom.

난민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

TEST ▢ claim ▢ detective ▢ essential ▢ vertical ▢ long for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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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al [형] ① 립의 ② 간의    [명] 립

[njúːtrəl] Switzerland is a neutral country.

스 스는 립국이다.

immense [형] 거대한, 매우 큰
[ime ́ns] The event was an immense success.

그 행사는 매우 큰 성공을 거두었다.

collapse [동] ①붕괴하다 ②졸도하다  [명] ①붕괴 ②좌절
[kəlǽps] The regime collapsed in 1986.

그 정권은 1986년에 무 졌다.

dismiss [동] ①해고하다 ②거절하다 ③해산시키다
[dismís] Bill was dismissed yesterday.

빌은 어제 해고되었다.

emphasize [동] 강조하다
[émfəsàiz] One can not emphasize too much the importance of 

globalization.

세계화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TEST ▢ neutral ▢ immense ▢ collapse ▢ dismiss ▢ emphasiz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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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de [동] ①제외하다, 배제하다 ②막다

[iksklúːd] Some products were excluded from the sale.

일부 제품은 세일 품목에서 제외되었다.

gravity [명] ①중력 ②중대함
 [grǽvəti] The astronaut conducted many experiments under 

zero gravity.

우주인은 무 력 상태에서 많은 실험들을 했다.

irritate [동] ①짜증나게 하다 ②염증을 일으키다
 [írəte ̀it] His rude behavior made her irritated.

그의 무례한 행동이 그녀를 짜증나게 했다.

temper [명] 성질, 짜증
[témpəːr] She lost her temper.

그녀가 화를 내었다.

policy [명] ①정책, 방침 ②보험 증서
[pɑ́ləsi] The policy needs a thorough review.

그 정책은 철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TEST ▢ exclude ▢ gravity ▢ irritate ▢ temper ▢ polic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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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ive [동] 빼앗다, 박탈하다

[dipráiv] This law will deprive us of our most basic rights.

이 법은 우리의 가장 기본 인 권리들을 박탈할 것이다.

colleague [명] 동료
[kɑ́liːg] He got promoted with the help of his colleagues.

그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승진했다.

deserve [동] ~ 받을 가치가 있다, ~ 받는 것은 당연하다 
[dizə́ːrv] She deserves praise.

그녀는 칭찬을 받을 만하다.

comprehend [동] 이해하다, 파악하다
[kɑ̀mprihénd] I can't comprehend simple spoken English.

나는 간단한 구어체 어도 이해할 수 없다.

external [형] ①해외의 ②외부의
[ikstə́ːrnəl] There are many external problems.

많은 외 인 문제들이 있다.

TEST ▢ deprive ▢ colleague ▢ deserve ▢ comprehend external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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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e [동] ①조립하다 ②모으다

[əsémbəl] The factory assembled 3000 VTR units a day.

그 공장은 하루에 3000 의 VTR을 조립했다.

expand [동] 팽창시키다, 팽창하다
 [ikspǽnd] Heat expands metal.

열은 속을 팽창시킨다.

flaw [명] (기계, 사람 등의) 결함, 결점
[flɔː] Everyone has flaws.

구나 다 결 을 가지고 있다.

astronaut [명] 우주 비행사
[ǽstrənɔ̀ːt] The astronauts were greeted by the President.

우주 비행사들이 통령에게 환  받았다.

nutrition [명] 영양분
[njuːtríʃən] The body needs enough nutrition to function 

properly.

신체는 제 로 기능을 하기 해 충분한 양분이 필요하
다.

TEST ▢ assemble ▢ expand ▢ flaw ▢ astronaut ▢ nutrition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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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cial [형] 유익한, 유리한

[be ̀nəfíʃəl] The agreement will be beneficial to us.

그 계약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command [명] ①명령 ②지휘   [동] ~에게 명령하다
[kəmǽnd] The captain commanded the soldiers.

령이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via [ ] ①~을 경유하여 ②~를 사용하여
[váiə] Please hand in your paper via e-mail.

과제는 자 우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authority [명] ①권한 ②(the-) 당국 ③권위, 대가
[əɵɔ́ːriti] The authorities try to stabilize the currency.

당국은 통화를 안정시키기 해 노력하고 있다.

characteristic [형] 특유의   [명] 특징, 특성
[kæ̀riktərístik] A humid climate is characteristic of the peninsula.

습한 기후는 그 반도의 특징이다.

TEST ▢ beneficial ▢ command ▢ via ▢ authority ▢ characteristic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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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명] 논평, 견해    [동] 견해를 말하다

[kɑ́ment] The President refused to make any comment.

통령은 일체의 언 을 거부했다.

fluent [형] 유창한
 [flúːənt] She was fluent in English.

그녀는 어에 능통했다.

insult [명] 모욕    [동]  ~을 모욕하다, 창피를 주다
[ínsʌlt] Her insults made him angry.

그녀의 모욕이 그를 화나게 했다.

manufacture [동]  제조하다   [명] 제조
[mæ̀njəfǽktʃəːr] Korea exports various manufactured goods.

한국은 다양한 공업 제품을 수출한다.

pause [명] 사이     [동] 사이를 두다
[pɔːz] After a pause, Jack took her by the hand.

잠시 침묵 끝에, 잭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TEST ▢ comment ▢ fluent ▢ insult ▢ manufacture ▢ paus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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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형] 인공의, 인조의

[ɑ̀ːrtəfíʃəl] “AI” means "artificial intelligence".

AI는 인공 지능을 의미한다.

resign [동] 사직하다, 사임하다
[riːsáin] The minister resigned from the Cabinet.

그 장 은 내각에서 사임했다.

split [동] ①나누다 ②분담하다 ③찢다, 찢어지다
[split] Let's split the check.

각자 내자.

theme [명] ①주제, 테마 ②주제곡
[ɵiːm] The theme of the movie is obscure.

그 화의 주제는 애매하다.

assume [동] ①생각하다, 가정하다 ②맡다 ③가장하다
[əsjúːm] He assumed that she was right.

그는 그녀가 옳으리라고 생각했다.

TEST ▢ artificial ▢ resign ▢ split ▢ theme ▢ assum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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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e [동] ①구성하다 ②쓰다 ③기분을 가라앉히다

[kəmpóuz] The substance is composed of hydrogen and 
oxygen.

그 물질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dwell [동] 거주하다, 살다
 [dwel] Many people dwell in this area.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credible [형] 믿을 수 있는
[kre ́dəbəl] Her story seems barely credible.

그녀의 이야기는 거의 믿을 수 없는 것 같다.

conclude [동] ①결론을 내리다 ②종결하다
[kənklúːd] What did you conclude from reading the report?

그 보고서를 읽고 어떤 결론을 내렸니?

otherwise [부] ①그 이외의 점에서는 ②그렇지 않으면
[ʌð́ərwàiz] Keep your word, otherwise you'll lose face.

약속을 지켜라, 그 지 않으면 평 을 잃을 것이다.

TEST ▢ compose ▢ dwell ▢ credible ▢ conclude ▢ otherwis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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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r [동] ①번 하다, 번성하다 ②성공하다

[prɑ́spər] Their business prospered as expected.

그들의 사업은 상 로 번창했다.

contribute [동] ①기부하다 ②~의 원인이 되다 ③기고하다
[kəntríbjuːt] 

Eating an excessive amount of salt contributes to 
early mortality.

소 의 과도한 섭취는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된다.

eventually [부] 결국, 최종적으로
[ivéntʃuəli] Eventually everyone agreed to my plan.

결국 모두가 나의 계획에 찬성했다.

likely [형] ~할 듯한, 있을 듯한
[láikli] The typhoon is likely to approach the coast.

태풍이 해안에 근 할 것 같다.

opportunity [명] 기회, 찬스
[ɑ̀pərtjúːnəti] We should make the most of this opportunity.

우리는 이 기회를 최 한 이용해야 한다.

TEST ▢ prosper ▢ contribute ▢ eventually ▢ likely ▢ opportunit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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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ral [형] 지방의, 시골의

[rúərəl] They enjoy rural life.

그들은 원생활을 즐긴다.

fulfill [동] ①실현시키다 ②만족시키다
 [fulfíl] My parents encouraged me to fulfill my dream.

나의 부모님들은 내가 꿈을 실 시키도록 격려해 주었다.

suspect [동] ①의심하다 ②~인지 아닌지 생각하다
[səspe ́kt] A politician is suspected of accepting bribes.

한 정치가가 뇌물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due to [ ] ~의 이유로, ~ 때문에
[djuː tu] Tropical rain forests are disappearing due to acid 

rain.

열  우림이 산성비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

current [ ] 재의   [명] ①흐름 ②경향, 풍조
[kə́ːrənt] The current in the river is very strong.

강물의 흐름이 매우 세다.

TEST ▢ rural fulfill ▢ suspect ▢ due to ▢ curren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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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al [형] ① 습 인, 통 인 ②틀어박힌, 상투 인

[kənve ́nʃənəl] Salting is a conventional method of preserving 
vegetables.

염장은 채소를 장하는 통 인 방법이다.

urban [형] 도시의, 도회의
[ə́ːrbən] Urban culture appears to be attractive to younger 

people.

도시의 문화는 은이들에게 매력 으로 보인다.

valuable [형] ①가치 있는, 소중한 ②중요한
[vǽljuːəbəl] I had a valuable experience while traveling.

나는 여행 동안 소 한 경험을 했다.

yield [동] ①(이익을) 낳다, 산출하다 ②양도하다
[jiːld] I won't yield to any threat.

나는 그 어떤 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district [명] 지구, 지방, 관할주   [동] 지구로 나 다

[dístrikt] In business districts, there are many huge 
buildings.

상업 지구에는 거 한 빌딩들이 많다.

TEST ▢ conventional ▢ urban ▢ valuable ▢ yield ▢ distric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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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e [명] (-s)임

[weidʒ] Skillful mechanics can earn decent wages.

숙련된 정비사는 상당한 임 을 받을 수 있다.

conscience [명] 양심
 [kɑ́nʃəns] I felt a pang of conscience.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 다.

relevant [형] 관련성이 있는
[re ́ləvənt] They examined a pile of relevant documents.

그들은 련 서류 더미를 조사했다.

spoil [동] ①망치다 ②버릇없이 만들다 ③(음식) 상하다
[spɔil]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

매를 아끼면, 아이의 버릇을 망친다.

reward [명] ①보답 ②사례금 [동] ①보답하다 ②상을 주다
[riwɔ́ːrd] He was not satisfied with the reward.

그는 그 보수에 만족하지 않았다.

TEST ▢ wage ▢ conscience ▢ relevant ▢ spoil ▢ reward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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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형] ①비 의 ② 한 ③ 기의, 독한 ④비평의

[krítikəl] The patient is in a critical condition.

그 환자는 독한 상태에 처해있다.

resent [동] 화를 내다, 분개하다
[rize ́nt] He resented the way he was treated.

그는 그가 우 받은 방식에 분개했다.

estate [명] ①재산 ②토지, 소유지
[istéit] He is a real estate agent.

그는 부동산 개인이다.

steadily [부] 꾸준히
[stédili] My wages are steadily rising

나의 임 은 꾸 히 오르고 있다.

sole [형] 유일한, 단 하나의
[soul] She was the sole survivor of the plane crash.

그녀는 그 비행기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다.

TEST ▢ critical ▢ resent ▢ estate ▢ steadily ▢ sol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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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 [동] ①확인하다 ②동일시시키다

[aide ́ntəfài] The data will be enough to identify the robber.

이 자료는 그 강도의 신원을 밝 내는데 충분할 것이다.

priest [명] 사제, 성직자
 [priːst] They were married by a priest.

그들은 성직자 앞에서 결혼했다.

agriculture [명] 농업, 농학
[ǽgrikʌl̀tʃər] Agriculture evolved slowly over thousands of 

years.

농업은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발달했다.

restrict [동] 제한하다, 한정하다
[ristríkt] They reside in a restricted area.

그들은 제한 구역 내에 산다.

welfare [명] 복지, 행복
[we ́lfɛ̀əːr] 

The new administration should improve the welfare 
system.

새 행정부는 복지 체계를 향상시켜야 한다.

TEST ▢ identify ▢ priest ▢ agriculture ▢ restrict ▢ welfar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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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ct [명] ①측면, 국면 ②외

[ǽspekt]
She always finds the negative aspect of any 
situation.

그녀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부정 인 면을 찾는다.

delay [동] 늦추다, 연기하다  [명] 연기, 지연
[dile ́i] Because of the heavy rain, the train was delayed 

twice.

폭우 때문에, 그 기차가 두 번 지연되었다.

worship [동][명] ①숭배(하다) ②찬양(하다) ③존경(하다)
[wə́ːrʃip] The tribe worships its ancestors.

그 부족은 그들의 조상을 숭배한다.

obtain [동] 얻다, 획득하다, 입수하다
[əbtéin] Forms can be obtained free of change.

양식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proper [형] 적절한, 어울리는
[prɑ́pər] Proper qualifications are required for the position.

그 일에는 한 능력이 요구된다.

TEST ▢ aspect ▢ delay ▢ worship ▢ obtain proper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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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se [동][명] ①오용(하다), 남용(하다) ②학 (하다)

[əbjúːz] Don't abuse drugs.

약물을 남용하지 말자.

rate [명] ①비율 ②속도 ③요금
 [reit] The unemployment rate rose twice.

실업률이 2배 상승했다.

remark [명] 발언     [동] 말하다
[rimɑ́ːrk] They remarked favorably on his new book.

그들은 그의 새 책에 해 호의 으로 말했다.

propose [동] ①제안하다 ②청혼하다
[prəpo ́uz] He proposed to her, but she turned him down.

그는 그녀에게 청혼했지만, 거 당했다.

valid [형] ①타당한 ②유효한
[vǽlid] Your passport is no longer valid.

의 여권은 만기가 되었다.

TEST ▢ abuse ▢ rate ▢ remark ▢ propose ▢ valid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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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gue [형] ①애매한, 막연한 ②(모양, 윤 이) 분명치 않은

[veig] We had only a vague idea of the plan.

우리는 그 계획에 해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었다.

pretend [동] ~인 체하다, 가장하다
[prite ́nd] I pretended to be asleep.

나는 잠든 척 했다.

source [명] ①근원, 원천 ②이유, 원인
[sɔːrs] His main source of income is his pension.

그의 주 수입원은 연 이다.

maximum [형] 최고의, 최대한의  [명] 최고, 최대
[mǽksəməm] My goal is to achieve a maximum of efficiency.

나의 목표는 최 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surpass [동] 능가하다, ~보다 낫다
[sərpǽs] Nobody could surpass her at dancing.

아무도 무용에서 그녀를 능가할 수가 없었다.

TEST ▢ vague ▢ pretend ▢ souce ▢ maximum ▢ surpass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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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eve [동] 경감(완화)시키다, 덜어주다  [명] 안심, 경감

[rilíːv] This pill will relieve your headache.

이 알약이 의 두통을 완화시켜  것이다.

partly [부]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pɑ́ːrtli] The accident was partly my fault.

그 사고는 어느 정도 나에게 잘못이 있다.

initial [형] 처음의, 최초의  [명] 머리글자
[iníʃəl] Write the initials of your name.

의 이름의 머리 자를 써 보아라.

fate [명] 운명, 숙명
[feit] No one knows what his or her fate may be.

아무도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revolve [동] (궤도를 그리며) 돌다, 공전하다
[rivɑĺv] Planets revolve around the sun.

행성들은 태양 주 를 돈다.

TEST ▢ relieve ▢ partly ▢ initial ▢ fate ▢ revolv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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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ly [형] ①비싼 ②손실이 큰

[kɔ́ːstli] He made a costly mistake to his company.

그는 그의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

postpone [동] 연기하다, 미루다
[poustpo ́un] I postponed making a decision.

나는 결정을 미루었다.

rotate [동] ①(축을 중심으로) 돌다, 자전하다 ②교대하다
[róuteit] The Earth rotates on its axis.

지구는 자축을 심으로 자 한다.

vanish [동] 사라지다, 소멸하다
[vǽniʃ] The dog vanished into the building.

그 개는 그 건물 속으로 사라졌다.

outline [명] ①윤곽, 개요 ②외형
[áutlàin] I'll give you an outline of the plan.

내가 그 계획의 개요를 설명해 게.

TEST ▢ costly ▢ postpone ▢ rotate ▢ vanish ▢ outlin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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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부] 해외로  [형] 외국의, 해외의

[o ́uvərsíː(z)] Have you ever traveled overseas?

해외여행 가 본  있니?

disorder [명] ①무질서, 혼란 ②(심신의) 이상
 [disɔ́ːrdər] She suffers from a mental disorder.

그녀는 정신 이상을 겪고 있다.

competent [형] 유능한, 경쟁력 있는
[kɑ́mpətənt] He is a competent manager.

그는 유능한 리자이다.

unity [명] ①단결, 결속 ②통일성
[júːnəti] That point gave us a strong sense of unity.

그 이 우리에게 강한 일체감을 가져다주었다.

incident [명]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사건
[ínsədənt] The incident made newspaper headlines.

그 사건이 신문에 머리기사가 되었다.

TEST ▢ oversea(s) ▢ disorder ▢ competent ▢ unity ▢ inciden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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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 [형] ① 한 [동]유용, 용, 유,사물화하다

 [əpróuprièit] This isn't  the appropriate time to do the task.

지  그 일을 할 한 때가 아니다.

expectant  [형] ∼로 상되어지는. 비의 

 [ikspéktənt]  She is an expectant mother.

 그녀는 비엄마이다.

 supervise  [동]감독하다 

 [súːpərvàiz] Who is supervising this entrance examination?

이 입학시험은 가 감독하나요?

 grant  [동]승인하다/인정하다. 가정하다/수여하다. 

 [ɡrǽnt]   She was granted a pension

그녀는 연 을 지 받았다.

 tendency  [명] 경향

 [téndənsi] She has a tendency to exaggerate things.

그녀는 모든 일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TEST ▢ appropriate ▢ expectant ▢ supervise ▢ grant ▢ tendenc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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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t  [명] 특징, 특성 

 [tréit] 
The Korean national traits are well known to the 
world.  

한국인들의 국민성은 세상에 잘 알려져 있다.

 hypnosis  [명]  최면

 [hipnóusis] The gentleman is under hypnosis right now.

그 신사는 지  최면상태에 있다.

 astrology  [명] 성술 

 [əstrɑ́lədƷi] Astrology is a study to predict one's destiny by 
watching the movements of stars in the sky.

성술은 하늘의 별을 보고서 사람의 운명을 언하는 학문
이다.

astronomy [명] 천문학

 [əstrɑ́nəmi] The sculpture was sold for an astronomical price.

그 조각 작품은 천문학 인 가격에 팔렸다.

 harsh  [형] 거친, 껄껄한, 조잡한

 [hɑ́ːrʃ] The taxi driver used to speak in a harsh tone.

그 택시 기사는 늘 거친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

TEST ▢ trait ▢ hypnosis ▢ astrology ▢ astronomy ▢ harsh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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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b  [명] (직업, 신분) 옷, 의복, 복장 [동] ∼옷 차려 입히다

 [ɡɑ́ːrb] The farmer garbed himself as a cowboy.

그 농부는 카우보이 복장을 옷을 입었다.

 merge  [동] 녹아들게 하다, 녹아들다, 통합, 합병하다

 [mə́ːrdƷ] The bank merged with a foreign bank.

그 은행은 한 외국은행과 합병했다. 

 swarm  [명]  떼(곤충)

 [swɔ́ːrm] 
The village was invaded by a vast swarm of 
locusts.

그 마을은 거 한 매뚜기 떼에 의해 습격을 받았다.

 trace  [명] 흔 , 발자국  [동] 추 하다

 [tréis] The prosecutor traced the flow of political money.

그 검사가 그 정치 자 을 추 했다.

 prospect   [명] 망, 상, 기 , 가망성 

 [prɑ́spekt] This industry has bright prospects.

이 분야의 산업은 망이 밝다. 

TEST ▢ garb ▢ merge ▢ swarm ▢ trace ▢ prospect
note

CD페이지 303



Ⅱ급

Ⅱ급-2Ⅱ급-2Ⅱ급-2

- 118 -

 raft   [명] 뗏목 [동] 뗏목으로 가다(나르다)

 [rǽft] We went down the river on a raft.

우리는 뗏목을 타고 강을 내려갔다.

 victim  [명]  희생, 제물, 희생자, 피해자

 [víktim] The children are innocent victims.

그 아이들은 쟁의 희생자들이다.

 separate  [동] 분리, 구분하다 [형] 갈라진, 떨어진, 격리된

 [sépərèit] 
They decided to separat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company..

그들은 회사의 소유와 경 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gravity  [명] 력, 인력

 [ɡrǽvəti] The law of gravity applies to all objects.

력의 법칙은 모든 사물에 용된다.

 promote   [동] 진시키다, 승진시키다, 장려하다 

 [prəmóut] 
The new government is trying to promote economic 
growth.

신정부는 경제 성장을 진시키기 하여 노력 이다.

TEST ▢ raft ▢ victim ▢ separate ▢ gravity ▢ promot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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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nd  [동] 펼치다, 연장하다, 늘이다, 확 , 확장하다

 [iksténd]
The Shilla dynasty invaded Baekje to extend its 
power.

신라왕조는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하여 백제를 침공했다.

 neglect   [명]  태만, 소홀, 경시 [동] 게을리 하다, 태만하다

 [niɡlékt] Don't neglect your duties.

의 직무를 태만히 하지마라.

 strip  [동] 벗기다(껍질, 옷), 의복을 벗다, 나체가 되다

 [stríp] The customs officer strip-searched the smuggler.

세 공무원이 그 수꾼의 옷을 벗겨서 수색했다.

 frustrate  [동] 좌 시키다, 실패시키다, 실망시키다

 [frʌ́streit] 
However difficult the situation may be, don't get 
frustrated.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결코 좌 하지 마라.

 restore  [동] 제자리로 돌리다, 반환하다, 복직, 복 시키다

 [ristɔ́ːr]
The coup d'etat government tried to restore order, 
but failed.

쿠데타 정부는 질서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TEST ▢ extend ▢ neglect ▢ strip ▢ frustrate ▢ restor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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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olve  [동] 회 (공 )하다, 돌다

 [rivɑ́lv] The moon revolves around the earth.

달은 지구주 를 공 한다.

 crash  [동]  ∼ 와 충돌하다

 [krǽʃ] The two cars crashed head on.

자동차 두 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share  [명] 몫, 배당분, 주식(=stock) [동] 나 다, 분배하다 

 [ʃέər] 
South and North Koreans are brothers who share 
the same blood.

남북한 사람들은 같은 피를 나  형제들이다. 

 contrast  [명] 조, 비 [동] 조( 비)시키다

 [kɑ́ntræst]
The result of this experiment contrasts sharply 
with the last one.

이번 실험의 결과는 지난번 것과는 극명히 조를 이룬다.

 metaphysical  [형] 형이상학 인

 [mètəfízikəl] The professor is notorious for his metaphysical 
lectures.

그 교수님은 형이상학 인 강의로 악명이 높다.

TEST ▢ revolve ▢ crash ▢ share ▢ contrast ▢ metaphysical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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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rastructure  [명] 하부조직, 하부구조, 사회간 시설, 경제기반

 [ínfrəstrʌ̀ktʃər] We should build the social infrastructure for our 
next generation..

우리는 다음 세 를 하여 사회간 시설을 건설해야한다. 

 convenience   [명] 편의, 편리, 편리한 설비, 문명이기

[kənvíːnjəns]
I'll refer to this person as 'A' from now on for 
convenience.

편의상 이 사람을 앞으로 A라고 부르겠다.

 explore  [동] 탐험하다, 탐색하다 

 [iksplɔ́ːr]
In the near future, I would like to explore the 
unknown world.

가까운 미래에 나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다.

 converse  [형] 뒤집은, [명] 반 , 역( ) [동] 화하다

 [kənvə́ːrs] She is conversing with a person on a subject.

그녀는 지  다른 사람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 고 있
다.

 assert  [동] 단정 ,단언하다, 주장하다 
 assertion [명]단언, 단정, 주장 assertive [형] 단정 인, 고집하는

 [əsə́ːrt] 
The prime minister asserted that war wouldn't 
break out.

그 수상은 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TEST ▢ infrastructure ▢ convenience ▢ explore ▢ converse ▢ asser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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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gression  [명] 공격, 침략, 침범, 침입

 [əɡréʃən] This is an apparent aggression on my rights.

이것은 명백한 내 인권에 한 침해다.

 deduce
 [동] 연역(추론)하다

 deduction [명] 

 [didjúːs] If my deduction is correct, he is the arsonist.

내 추론이 맞는다면, 그가 방화범이다.

 induce  [동] 유도, 권유하다 
 induction [명] 권유, 유도, 귀납법

 [indjúːs]
The detectives induced the criminal to confess his 
crime.

형사들은 그 범인이 죄를 자백하도록 유도했다.

 extravagant   [형] 사치스러운, 과도한 extravagance [명] 사치
 [ikstrǽvəɡənt] 

A tendency toward extravagance prevails 
throughout our society.

우리 사회 반 으로 사치풍조가 만연해 있다.

 apparatus  [명]  기계, 기구, 장치

 [æ ̀pərǽtəs]
Looks like that there's some problems with the 
heating apparatus.

난방기구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TEST ▢ aggression ▢ deduce ▢ induce ▢ extravagance ▢ apparatus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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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ion  [명] 편의, 숙박시설, (기차, 비행기 내의)편의설비
 accommodate [동]  편의를 주다

 [əkɑ̀mədéiʃən]
I have tried to accommodate him as much as 
possible.

나는 최 한 그의 편의를 주려고 노력해왔다. 

 exceed  [동] 넘다, 과하다, 능가하다, 보다 크다, 웃돌다
 excess [명] 과, 과잉, 과도

 [iksíːd] The expenses exceeded our budget.

비용이 우리의 산을 과했다.

 condense  [동] 응집하다, 응축시키다 
 condensation [명] 응축,압축

 [kəndéns]
The life and sentiment of our people are condensed 
into the poem.

그 시 속에는 우리 민족의 삶과 정서가 응축되어 있다.

 expose  [동] 드러내다, 노출시키다, 진열, 폭로하다
 exposition [명] 박람회 exposure [명] 폭로, 노출

 [ikspóuz] 
Korean students should be exposed to English 
speaking situations often.

한국학생들은 어사용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져야한다.

 deflect  [동] 비끼게 하다, 빗나가게 하다, 굴 시키다
 [deflection [명] 비낌, 빗나가기, 비뚤어짐

 [diflékt]
The scientist deflected a ray from its straight 
course.

과학자가 선을 편향시켰다.

TEST ▢ accommodation ▢ exceed ▢ condense ▢ expose ▢ deflec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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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lect  [동] (안쪽으로) 구부리다, 굴곡 시키다, 변화시키다
 inflection [명] 어형변화, 굴 , 굴곡

 [inflékt]
This is a kind of inflected language which 
originates from Chinese. 

이것은 국어에서 기원한 일종의 굴  언어 이다.

 applause  [명] 박수
 applaud [동] 박수갈채 하다

 [əplɔ́ːz] Come on, everyone. Let's give him a round of applause.

우리 모두 그를 박수갈채로 맞이합시다.

 occupy  [동] 차지, 령하다
 occupation [명]  령, 직업

 [ɑ́kjupài]
Korea was under Japanese occupation during World War 
Ⅱ.

한국은 2차 세계  동안 일본의 령하에 있었다.

 interaction  [명] 상호작용
 interact [동] 상호작용하다 interactive [형] 상호작용의

 [ìntərǽkʃən]
This software should be operated by interactive 
activities.

이 소 트웨어는 상호작용 인 활동으로 작동되어진다.

 conflict  [명] 충돌, 립, 싸움, 갈등 [동] 립하다, 충돌하다

 [kɑ́nflikt] The new president came into conflict with Congress.

신임 통령은 의회와 갈등을 빚었다.

TEST ▢ inflect ▢ applause ▢ occupy ▢ interaction ▢ conflic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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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ple  [형] 다양한, 다수의 [명] 배수
 multiply [동]배가시키다, 증 (가)시키다, 곱하다

 [mʌ́ltəpl] Figure out the least common multiple.

최소공배수를 계산해보세요.

 deliver  [동] 배달하다, 분만하다 
 delivery [명] 배달, 분만 

 [dilívər] He used to deliver milk to earn some extra money.

그는 과거에 추가 인 돈을 벌기 하여 우유를 배달했다.

 satisfy  [동] 만족시키다 
 ,satisfied [형] 만족한

 [sǽtisfài]
Our attendants are doing their utmost to satisfy 
our customers.

우리 직원들은 우리 고객을 만족시켜드리기 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rack  [명] 선반(=shelf), 기차 의 선반

[rǽk]
Getting on the train, he put his baggage on the 
rack.

그는 기차를 타자마자 곧 자신의 짐을 선반에 올려놓았다.

 replace  [동] 제자리에 돌려놓다, 신, 체하다 

 [ripléis]  Nothing can replace a mother's love.

아무것도 어머니의 사랑을 신할 수없다. 

TEST ▢ garb ▢ merge ▢ swarm ▢ trace ▢ prospec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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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place  [동] 잘못 두다, 놓고 잊어먹다 

 [mispléis]  I think I misplaced my wallet. 

나는 내 지갑을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 

 optimistic  [형] 낙 인
 optimism [명]낙 주의

 [ɑ̀ptəmístik] It's too soon to be optimistic about the negotiation.

상을 낙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pessimism  [명] 염세주의
 pessimistic [형] 염세 인, 비 인

[pésəmìzm] 
My uncle tends to take a somewhat pessimistic 
view of life. 

삼 께서는 다소 염세 인 인생 을 가지시는 경향이 있다.

 resist  [동] 항하다
 resistance [명] 저항

 [rizíst] 
The new taxation policy faced strong resistance 
from the people.

새로운 조세정책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항에 부딪혔다.

 register  [동] 등록하다, 등기하다
 registered [형] 등기된 registration [명]등록(증), 등기

 [rédƷistər] The IT company has been registered on KOSDAQ.

그 아이티 기업은 코스닥에 등록되었다.

TEST ▢ misplace ▢ optimistic ▢ pessimism ▢ resister ▢ register
note

312 CD페이지 



Ⅱ급

Ⅱ급-7Ⅱ급-7Ⅱ급-7

- 127 -

 reside  [동] 거주하다
 residence [명]거주 resident [명] 주민, 지던트

 [rizáid] The refugee applied for a temporary residence visa.

그 피난민은 임시거주 비자를 신청했다.

 appreciate  [동] 감상하다, 감사하다, 진가를 인정, 이해하다
 appreciation [명] 올바른 인식, 감상, 감사, 이해

 [əpríːʃièit] My hobby is appreciating poetry.

내 취미는 시를 감상하는 것이다. 

 moody  [형] 변덕스러운(changeable) 
 be in the mood for～[동]하고 싶은 마음이 내키다

 [múːdi] 
The female customer is so moody that I never 
know what to expect from her.

그 여자 고객이 무나 변덕스러워 측이 불가능하다.

 sulky  [형] 부루퉁한, 뾰로통한 
 sulk [명] 실쭉, 부루퉁하기 [동]실쭉, 부루퉁해지다 

 [sʌ́lki] The girl gets sulky at the slightest scolding.

그 여자 아이는 약간만 꾸지람을 해도 뽀로통해진다.

 scar  [명] 흉터, 자국, 아물지 않는 상처, 마음의 고통 
 [동]자국을 남기다, 흉터가 되다 

 [skɑ́ːr] I don't think the cut will leave a scar. 

그 상처는 흉터를 남길 것같지 않다. 

TEST ▢ reside ▢ appreciate ▢ moody ▢ sulky ▢ scar
note

CD페이지 313



Ⅱ급

Ⅱ급-7Ⅱ급-7Ⅱ급-7

- 128 -

 slaughter  [동] 참패시키다

 [slɔ́ːtər]  We got slaughtered.

우리는 참패를 당했다.

 sprain  [동] (발목, 손목을)삐다 

 [spréin]  I sprained my ankle. = I have a sprained ankle.

발목을 삐었다.

 scent  [명] 향기 //perfume//fragrance//smell//aroma//odor

 [sént] I could smell the rich flower scent.

그윽한 꽃향기가 풍겼다.

 eradicate  [동] 근 하다, 박멸하다

 [irǽdəkèit]
We should eradicate the parasite for our future 
health.

우리는 미래의 건강을 하여 기생충을 박멸해야한다.

 substance  [명] 물질, 물건, 실체, 본질 
 substantial [형] 실질 인, 본질 인 

 [sʌ́bstəns]
We are supposed to be devoted to substantial 
education.

우리는 본질  교육에 충실해야할 의무가 있다.

TEST ▢ slaughter ▢ sprain ▢ scent ▢ eradicate ▢ substanc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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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sy  [형] 꼬치꼬치 캐묻기를 좋아하는

 [nó́uzi]  Sorry for being too nosy.

 무 꼬치꼬치 캐물어서 미안해요.

 inquire  [동] 질문하다, 취조하다, 심문하다
 inquisition [명] 취조, 심문

 [inkwáiər] I inquired when he would come.

그가 언제 올지를 그에게 물어 보았다. 

 range  [명] , 열, 산맥, 범  
 [동] 정렬, 분포하다, 돌아다니다, 범 가...에 미치다

 [réindƷ] The Taebaek mountain range starts here.

태백산맥은 여지에서 시작된다.

 investigate  [동] 조사하다
 investigation [명] 조사

 [invéstəɡèit] 
The boss ordered him to make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problem.

사장이 그에게 그 문제에 한 철 한 조사를 하도록 명령
했다. 

 testify  [동] 증명하다, 증언하다
 testimonial [명] 증명서 testimony [명] 증거, 증인

 [téstəfài]
The witness testified with certainty that he was 
the criminal.

목격자는 그가 범인이라고 확실하게 증언했다.

TEST ▢ nosy ▢ inquire ▢ range ▢ investigate ▢ testify
note

CD페이지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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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vity  [명] 움푹 패인 곳, 강(腔), 충치
 cave [명] 동굴 [동] 움푹 들어가다, 함몰하다

 [kǽvəti] I had tooth with the cavity pulled out.

충치를 뺏다.

 estimate  [동] 평가하다, 견 을 내다 [명]  견   
 estimation [명] 단, 평가

 [éstəmei ̀t] I'm sure they will make a fair estimation.

그들이 공정한 평가를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gasp  [동] 헐떡거리다, 숨이 막히다 [명] 헐떡거림, 숨 참

 [ɡǽsp]
My homeroom teacher climbed the slope, gasping 
for breath.

담임선생님께서 숨을 헐떡거리며 비탈길을 올라갔다.

 banner  [명] 깃발 

 [bǽnər]  We're fighting under the banner of freedom.

 우리는 자유의 깃발아래서 싸우고 있다. 

 delicate  [형] 우아한, 고상한, 섬세한, 연약한, 정교한, 세 한, 
 맛있는, 담백한

 [délikət] The lace on the dress was very delicate.

그 드 스의 이스는 매우 섬세했다.

TEST ▢ cavity ▢ estimate ▢ gasp ▢ banner ▢ delicate
note

316 CD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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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gile  [형] 부셔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허약한, 가냘

 [frǽdƷəl] Be careful not to break the fragile china. 

깨지기 쉬운 도자기가 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scratch  [동] 할퀴다, 다 

 [skrǽtʃ]  Scratch my back, and I'll scratch yours.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descend  [동] 내려가다, 내리다, 경사지다, 해지다, 자손으로  
 계통을 잇다 descendant [명] 자손

 [disénd] The hill gradually descends to the river.

그 언덕은 강 쪽으로 차 으로 경사져 내려온다.  

 inherit  [동] 상속받다, 이어받다, 물려받다, 유 하다, 
 inheritance [명] 계승,상속

 [inhérit] He will inherit his estate when his father dies.

아버지가 죽으면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confess  [동] 자백하다, 실토하다, 고해성사하다
 confession [명] 고백, 자백, 실토, 고해

 [kənfés] He finally confessed to having stolen the jewelry.

그는 마침내 그 보석을 훔쳤다고 자백했다.

TEST ▢ fragile ▢ scratch ▢ descend ▢ inherit ▢ confess
note

CD페이지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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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mmend  [동] 추천하다
 recommendation [명] 추천(장)

 [rèkəménd] The shopkeeper highly recommends this product.

그 가계주인은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한다.

 acrophobia  [명] 고소공포증
 [æ ̀krəfóubiə] I have acrophobia, the fear of height.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다.

 skyscraper  [명] 고층빌딩, 마천루

 [skáiskrèipər] Many skyscrapers make a new skyline.

수많은 고층빌딩들이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든다.

 rigid  [형] 엄격한, 경직된, 뻣뻣한 

 [rídƷid] The school has rigid regulations.

그 학교는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다.

 secondhand  [형] 고의

 [sékəndhǽnd]
People prefer buying secondhand cars to new cars 
in this recession.

이러한 불경기 때는 사람들이 새로 출시된 차보다는 고차
를 더 선호한다.

TEST ▢ recommend ▢ acrophobia ▢ skyscraper ▢ rigid ▢ secondhand
note

318 CD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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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itution  [명] 기 , 단체

 [ìnstətjúːʃən]
They set up an institution to raise some fund for 
orphans.

고아들을 한 기 을 조성하기 하여 그들은 기 을 하나 
설립했다.

 institute  [명] 회, 연구소, 학원 [동] 설립하다

 [ínstətjùːt]
The institute for the blind is required to submit  
their report. 

맹인 회는 그들의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brilliant  [형] 번쩍이는, 훌륭한 
 brilliance/brilliancy [명] 휘, 택, 번쩍임 

 [bríljənt] It's a brilliant idea.

멋진 생각이야.

 refine  [동] 정제, 정유, 제련하다, 고상하게, 세련되게 하다

 [riːfáin] Gasoline is refined from crude oil.

휘발유는 원유에서 정제 된다.

 crude  [형] 천연 그 로의, 날것의, 가공하지 않은 

 [krúːd]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s dropped for
 three consecutive days.

국제원유가격이 연 사흘 동안 하락했다.

TEST ▢ institution ▢ institute ▢ brilliant ▢ refine ▢ crude
note

CD페이지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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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uggle  [동] 몸부림치다, 버둥거리다, 싸우다, 고투하다 
 [명] 몸부림, 발버둥, 노력

 [strʌ́ɡl] He struggled by himself to get the company on its 
feet again.

그는 회사를 다시 살리기 하여 혼자서 고군분투했다.

 chore  [명] 허드렛일, 잡일, 가정의 잔일(세탁. 청소), 잡무

 [tʃɔ́ːr] The homeless worked hard, even at chores.

그 홈리스는 허드렛일에도 열심히일했다.

 illiterate  [형] 을 읽고 쓸  모르는, 문맹의  [명] 문맹자    
 illiteracy  [명] 문맹   

 [ilítərət] Forty percent of the population in the country is 
illiterate.

그 나라 인구의 40%가 문맹이다.

 plight  [명] 처지, 나쁜 상태, 곤경, 궁상 

 [pláit] People in North Korea are in miserable plight.

북한 사람들은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다. 

 donate  [동] 기부하다, 기증하다
 donator [명](=donor)기증자 donation [명] 기증, 기부

 [dóuneit]
The businessman donated his entire fortune to the 
school.

그 기업인은 자신의  재산을 그 학교에 기부했다. 

TEST ▢ struggle ▢ chore ▢ illiterate ▢ plight ▢ donate
note

320 CD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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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espond  [동] 상응하다, 서신교환(통신)하다 
 correspondent [명] 통신원, 특 원

 [kɔ́ːrəspɑ́nd]
I wish to be treated in a way that corresponds to 
my ability.

나는 내 능력에 상응하는 을 받고 싶다.

 perceive  [동] 지각하다, 인지하다
 perception [명] 지각, 인지

 [pərsíːv] 
The brain is the first among human organs to 
perceive the external stimuli.

뇌는 인간의 장기들 에서 외부 자극을 가장 먼  인지한
다.

 conceive  [동] 상상하다, 이라고 생각하다
 concept [명]개념 conception [명]개념작용, 개념, 생각

 [kənsíːv] 
I can't conceive of what it must be like here in 
winter.

겨울에는 이곳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안 된다.

 famine  [명] 기근
 famish [동] 굶주리다, 굶주리게 하다

 [fǽmin] 
The long drought was followed by 4 months of 
severe famine.

오랜 가뭄 뒤에 4개월간의 극심한 기근이 이어졌다.

 resign  [동] 사임하다, 퇴직하다, 물러나다

 [rizáin] He resigned from the presidency.

그는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TEST ▢ correspond ▢ perceive ▢ conceive ▢ famine ▢ resign
note

CD페이지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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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lter  [명] 피난처, 은신처, 방공호, 집 [동] 보호 하다, 비호  
 하다, 피난하다

 [ʃéltər] Our government must provide shelters for the 
refugees.

정부는 반드시 피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privilege  [명] 특권, 특 , 특혜 [동] 특권, 특 을 베풀다 

 [prívəlidƷ] 
If you become a member, you get a variety of 
privileges.

만약 당신이 회원이 된다면, 다양한 특권을 가진다.

 administer
 [동] 리하다, 통치하다, 경 하다
 administration [명] 지배, 경 , 행정, 통치, 행정부
 *ministerⓝ장 , 목사 *prime minsterⓝ국무총리,수상

 [ædmínistər] 
This incident has been caused by improper 
administration.

이번 사태는 행정 착오로 생겼다.

 submerge  [동] 물속에 가라앉히다, 잠기게 하다

 [səbmə́ːrdƷ] 
I have never seen so many submerged houses after 
a flood.

홍수 후에 게 많은 침수가옥을 본 이 없다.

 obstacle  [명] 장애물, 장애, 방해(물)

 [ɑ́bstəkl]
Her educational background was the major obstacle 
that kept her from getting a job.

그녀의 학력이 취직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TEST ▢ shelter ▢ privilege ▢ administer ▢ submerge ▢ obstacle
note

322 CD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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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ince  [동] 확신, 납득, 설득시키다, 깨닫게 하다
 conviction [명] 확신

 [kənvíns] The lawyer is convinced of his innocence.

그 변호사는 그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survey  [동] 조사하다, 측량하다, 개 으로 보다, 개 하다
 [명] 개 , 조사, 답사, 설문조사, 측, 측량

 [sərvéi] He was required to make a market survey.

그는 시장조사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poll  [명] 여론조사, 투표, 선거, 선거인명부, 투표자수

 [póul] 
The latest opinion poll shows that support for the 
president has declined.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령에 한 지지도가 하락했다.

 bulk  [명] 크기, 용 , 부피, 부분 / in bulk : 량으로

 [bʌ́lk] Can I have a discount if I buy it in bulk?

량으로 사면 할인 받을 수 있나요?

 adopt  [동] 채용, 채택하다, 차용하다, 양자로 삼다

 [ədɑ́pt] He was adopted into the Lee family.

그는 이씨 집으로 입양되었다.

TEST ▢ convince ▢ survey ▢ poll ▢ bulk ▢ adopt
note

CD페이지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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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pt  [동] 응시키다, 개조하다

 [ədǽpt]
My daughter has adapted well to the school she 
transferred to.

내 딸은 학 간 학교에 잘 응하고 있다.

 prosecute  [동]  기소하다, 구속하다
 prosecution [명] 기소 prosecutor [명] 검사 

 [prɑ́sikjùːt] He was prosecuted for murder.

그는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humiliate  [동] ~ 에게 창피를 주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다
 humiliation [명] 창피 주기, 욕보이기, 굴욕

 [hjuːmílièit] She has never been so humiliated in her life.

그녀의 인생에서 그토록 창피를 당한 은 결코 없었다.

 humid
 [형] 습기 찬, 축축한 
 humidity [명] 습기, 축축함
humidifyⓥ축이다,축축하게 하다=moistenⓥ

 [hjúːmid] This room is really humid.

이 방은 정말로 습기가 많다. 

 humble  [형] 겸손한, 겸허한, (신분이)천한, 하찮은 
 humility [명] 겸손

 [hʌ́mbl] You are being too humble.

당신은 지나치게 겸손하시네요.

TEST ▢ adapt ▢ prosecute ▢ humiliate ▢ humid ▢ humble
note

324 CD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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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명]  진행, 진보, 향상 [동] 진하다
 progressive [형] 진보 인

 [prɑ́ɡrəs] 
In the last 30 years Korea has made amazing 
technical progress.

지난 30년간 한국은 굉장한 기술  진보를 이루었다.

 procedure  [명]  수속, 차

 [prəsíːdƷər] You had better follow legal procedure.

당신은 법 인 차를 밟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procession  [명] 행렬, 행진 
 [prəséʃən] The soldiers are marching in procession.

군인들이 행렬을 이루며 행진하고 있다.

proceed  [동] 나아가다

 [prəsíːd] The herd proceeded slowly toward the meadow.

그 짐승 떼가 천천히 지를 향해서 나아갔다.

precede  [동] 앞서다, 선례가 되다
 precedent [명] 선례

 [prisíːd] There is no precedent for it.

그것은 선례가 없다.

TEST ▢ progress ▢ procedure ▢ procession ▢ proceed ▢ precede
note

CD페이지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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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ligence  [명] 지성, 이해력, 지능 intelligent  [형] 지 인
 intelligible [형]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intélədƷəns]  He seems to be defective in intelligence.

그는 지성이 부족한 것 같다.

 intellect  [명] 지력, 지능, 지성인(intellects) 
 intellectual [형] 지력의, 지 인

 [íntəlèkt] He is really a man of intellect.

그는 진정으로 이지 인 사람이다.

 recognize  [동] 인정하다, 인지하다
 recognition [명] 인식, 인지, 인정, 안면

 [rékəɡnàiz] I can recognize her by the way she walks.
나는 걸음걸이를 보고도 그녀를 알아본다.

cognitive  [형] 인지의, 지각의, 인지되는

 [kɑ́ɡnətiv]
My uncle is a renowned scholar in cognitive science.
삼 은 인지과학 분야에서 유명한 석학이다. 

 esteem  [명]  존 , 존경 [동]  존 하다, 존경하다
 self-esteem [명] 자존심, 자부심심

 [istíːm] My father is a highly esteemed scientist.

아버지께서는 매우 존경받는 과학자 이시다.

TEST ▢ intelligence ▢ intellect ▢ recognize ▢ cognitive ▢ esteem
note

326 CD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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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dox  [명] 역설 
 paradoxical [형] 역설 인

 [pǽrədɑ̀ks]
It's a real paradox that there are so many 
homeless people in such a rich country.

그 게 부유한 나라에 그 게 많은 노숙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역설 이다.

 affection  [명] 애정, 사랑 
 affect [동] 향을 주다, 감동을 주다

 [əfékʃən] I have a deep affection for my country.

나는 우리나라에 한 깊은 애정이 있다.

 segment  [명] 구분, 부분, 단면, 단편 [동]  분열하다(시키다)

 [séɡmənt] He gave me a segment of an orange.

그는 나에게 오 지 한 쪽을 주었다.

 segregate  [동]  분리하다, 
 segregation [명] 분리, 인종차별

 [séɡriɡèit] Blacks were segregated from Whites in schools.

흑인들은 학교에서 백인들과 분리되었다.

 fuse  [명] 휴즈, 도화선 [동] 융합하다
 fusion [명] 융합, 혼합

 [fjúːz]
This power plant generates power through nuclear 
fusion.

이 발 소는 핵융합으로 기를 생산한다.

TEST ▢ paradoz ▢ affection ▢ segment ▢ segregate ▢ fuse
note

CD페이지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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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grate  [동] 통합하다, 조정하다 
 integration [명] 통합, 조정, 인종차별폐지, 분

 [íntəɡrèit] 
The school foundation has plans to integrate the 
boys' and girls' high school.

학교재단 측은 남녀고등학교를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commercial  [명] 고방송  [형] 상업의, 통상의
 commerce [명]  상업, 통상, 

 [kəmə́ːrʃəl] The company is running a TV commercial for the 
product.

그 회사는 신제품 고를 TV에 내보내고 있다.

 interrupt  [동] 가로막다, 지하다, 방해하다
 interruption [명]  단, 방해 

 [ìntərʌ́pt] I apologize for the interruption.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intervene  [동] 사이에 끼다, 끼어들다, 훼방 놓다, 간섭하다
 intervention [명] 사이에 끼기, 간섭

 [ìntərvíːn] 
Her parents intervened when she said she was 
getting married.

그녀가 결혼하겠다고 말하자 그녀의 부모님이 끼어들었다. 

interfere  [동] 끼어들다

 [ìntərfíər] Stop interfering in other people's business.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라.

TEST ▢ integrate ▢ commercial ▢ interrupt ▢ intervene ▢ interfere
note

328 CD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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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er  [형] 직의, 이 의

 [fɔ́ːrmər]  He is the former president.

그는 직 통령이다. 

 reportedly  [부] 해진 바에 의하면, 보도된 바로는, 들리는 바
 report [동] 보도하다

 [ripɔ́ːrtidli] Reportedly his ex-wife was  executed.

보도에 따르면 그의 처는 처형되었다.

 immortal  [형] 죽지 않는, 불후의 [명] 불사신 
 immortality [명] 불사, 불멸

 [imɔ́ːrtl] 
His achievement left an immortal mark on art 
history.

그의 성취는 미술사에 불멸의 흔 을 남겼다.

 brisk  [형] 활발한, 원기 있는

 [brísk] His business is fairly brisk.

그의 장사는 꽤 호황이다. 

 urge  [동] 다그치다, 재 하다, 몰아붙이다, 구하다
 urgent [형]  다 한, 박한, 긴 한

 [ə́ːrdƷ] He urged me to go with him.

그는 내가 그와 함께 가자고 간청했다.

TEST ▢ former ▢ reportedly ▢ immortal ▢ brisk ▢ urg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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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ritory  [명] 토, 지 
 territorial [형] 토의

 [térətɔ́ːri] 
Japanese seem to like invading territory that 
belongs to another country.

일본인들은 다른 나라 토를 침략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alien  [형] 외국의, 성질이 다른 [명] 외국인, 우주인, 외계인 

 [éiljən] This language was alien to me.

이 언어는 내게 완 히 낯설다. 

 swallow  [동] 삼키다, 받아들이다 [명] 제비

 [swɑ́lou] The vending machine just swallowed my coin.

이 자 기가 내 동 을 그냥 삼켜버렸다.

 statistics  [명] 통계

 [stətístiks] 
According to the official statistics, the unemployment 
rate is reaching 6%.

공식통계에 따르면 실업률이 6%에 달한다.

 disguise  [동] 장, 변장하다, 속이다, 숨기다 [명] 장, 변장 

 [disɡáiz] The fighting was a blessing in disguise.

그 싸움은 화 복이었다.

TEST ▢ territory ▢ alien ▢ swallow ▢ statistics ▢ disguise
note

330 CD페이지 



Ⅱ급

Ⅱ급-16Ⅱ급-16Ⅱ급-16

- 145 -

 herbivore  [명] 식 동물

 [hə́ːrbəvɔ́ːr] Cows and horses are herbivores.

소와 말은 식동물이다.

carnivore  [명] 육식 동물

 [kɑ́ːrnəvɔ́ːr] Carnivores are called as predatory animals.

육식동물들은 약탈 동물이라고 불리어 진다.

 shatter  [동] 산산조각 내다(되다), 분쇄하다(나다)

 [ʃǽtər] My dream of buying a house has been shattered.

집을 사겠다던 내 꿈은 산산조각 났다.

 scatter  [동] 흩뿌리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다 

 [skǽtər] They scattered corn in the field.

그들은 옥수수를 밭에 뿌렸다.

 satellite  [명] 성, 인공 성

 [sǽtəlàit] We are planning to launch a satellite.

우리는 인공 성을 발사할 계획을 하고 있다.

TEST ▢ herbivore ▢ carnivore ▢ shattert ▢ scatter ▢ satellit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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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rce  [형] 모자라는, 드문

 [skέərs] Food is very scarce in parts of Africa.

아 리카 몇몇 지역에서는 식량이 부족하다.

 prejudice  [명] 선입견

 [prédƷudis] He has a prejudice against foreigners.

그는 외국인에 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inclusive  [형] 포함 하여, 포 인
  include [동] 포함, 내포하다

 [inklúːsiv] The price is 10 dollars, inclusive of tax.

값은 세  포함하여 10달러입니다. 

exclusive  [형] 배타 인, 포함하지 않는

 [iksklúːsiv] We can only fish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우리는 단지 배타  경제수역 내에서만 고기를 잡을 수 있다.

derive  [동] 생하다(from)

 [diráiv] This word derives from Latin.

이 어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TEST ▢ scarce ▢ prejudice ▢ inclusive ▢ exclusive ▢ deriv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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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er  [명] 입문서

 [prímər] We can start with this primer.

우리는 이 입문서로 시작할 수 있다.

premier  [명] 수상, 국무총리  [형] 수 의, 최고의, 제1 의

 [primjíər] She finally took the premier place in the company.

그녀는 마침내 그 회사의 제일 높은 자리에 올랐다.

 airsick  [형] 비행기 멀미하는

 [ersɪk] I get airsick whenever I get on the airplane.

비행기를 탈 때 마다 언제나 비행기멀미를 한다.

barf  [동] 토하다, 구토하다 [명] 구토 

 [bɑ́ːrf] I need a barf bag.

구토용 지가 필요합니다.

 odd  [형] 이상한, 홀수의

 [ɑ́d] This elevator will stop only on odd floors.

이 엘리베이트는 단지 홀수 층에만 섭니다.

TEST ▢ primer ▢ premier ▢ airsick ▢ barf ▢ odd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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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pire  [동] 숨을 들이쉬다, 감을 주다
 inspiration [명] 감, 숨을 들이쉬기

 [inspáiər] Inspired by the moon, he composed a poem.

달에 감을 받고서 시를 한편 썼다.

 expire  [동] 만기되다, 숨을 내쉬다
 expiration [명] 숨 내 쉬기, 만기

 [ikspáiər] Examine the expiration date on the bottom of the 
bottle.

병의 바닥에 있는 유통 기간을 확인해보세요.

 respire  [동] 호흡하다
 respiration [명] 호흡

 [rispáiər] The patient's respiration is normal.

그 환자의 호흡은 정상이다.

 conspire  [동] 공모하다, 음모를 꾸미다
 conspiracy [명] 음모, 모의

 [kənspáiər] Their conspiracy was revealed by a betrayer.

그들의 음모는 한 배신자에 의해서 밝 졌다.

perspire  [동] 땀 흘리다 

 [pərspáiər] Why don't you wipe the perspiration from your 
face?

얼굴에서 땀을 좀 닦아 내시죠.

TEST ▢ inspire ▢ expire ▢ respire ▢ conspire ▢ perspir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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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ire  [동] 야망을 품다
 aspiration [명] 야망

 [əspáiər] She gave up her aspiration for her family's sake.

그녀는 가족을 하여 자신의 야망을 포기했다.

 pity  [명] 불 히 여김, 애석한 일 

 [píti]  It's a pity that he lost the game.

 그가 경기에 진 것은 참 안된 일이다

 steep  [형] 험 한, 가 른

 [stíːp] The stock prices showed a steep decline.

증시가 가 른 하락을 보 다.

 incline  [명] 경사, 비탈, 슬로  [동] 마음을 돌리다, 기울이다
 inclination [명] 경향, 성향

 [inkláin] I am inclined to accept his offer.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decline  [명] 경사, 내리막, 감퇴, 쇠약, 하락, 기움
 [동] 기울이다, 거 하다 

 [dikláin] Her popularity is on the decline.

그녀의 인기는 내리막길이다.

TEST ▢ aspire ▢ pity ▢ steep ▢ incline ▢ declin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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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destrian  [명] 보행자

 [pədéstriən] Pedestrians should be given priority over cars.

보행자는 차보다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peddler  [명] 행상인

 [pédlər] Peddlers are yelling loudly to sell their products.

행상인들이 자신의 물건을 팔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pedagogy  [명] 교육학, 교육

 [pédəɡòudƷi] I will major in pedagogy at the university.

학에서 교육학을 공할 것이다.

 debate  [명] 토론, 토의 [동] 토의하다, 토론하다

 [dibéit] 
There was an intense debate over the handling of 
illegal foreign workers.

불법 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루는 문제에 한 열띤 토론
이 있었다.

 controvert  [동] 논쟁하다, 토론하다, 논박하다 
 controversy [명] 논의, 토론

 [kɑ́ntrəvə́ːrt] This is the fact beyond controversy.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TEST ▢ pedestrian ▢ peddler ▢ pedagogy ▢ debate ▢ controver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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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ute  [명] 논의, 논쟁, 토론  [동] 논의하다, 논쟁하다

 [dispjúːt] 
The teacher was in a dispute with another teacher 
over the regulation.

그 선생님은 그 교칙에 해 다른 선생님과 논쟁을 벌 다.

 pros and cons  [명] 찬반양론

There are pros and cons to the issue.

그 문제에 해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blame  [동] 비난하다, 탓하다, 나무라다 

 [bléim] You deserve to be blamed.

당신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inhabit
 [동] 거주하다 
 inhabitant [명] 주민, 거주자  inhabitancy[명] 거주
=residenceⓝ

 [inhǽbit] 
People even inhabit places with severe climates, 
such as Siberia.

사람들은 심지어 시베리아와 같이 혹독한 기후를 가진 곳에
서도 거주한다.

 prey  [명] 먹이, 사료 

 [préi] Rabbits are prey for a variety of predators.

토끼는 다양한 육식동물들의 먹이가 된다.

TEST ▢ dispute ▢ pros andcons ▢ blame ▢ inhabit ▢ pre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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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ment  [명] 칭찬, 축사 [동] 칭찬하다

 [kɑ́mpləmənt] Thank you. I'll take it as compliment.

감사합니다. 그 말 을 칭찬의 말 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complement  [명] 보충물 ,보완물, 보어 [동] 보충하다, 보완하다
 complementary [형] 보완 인

 [kɑ́mpləmənt]
It is the last complement to a series of cartoon 
books.

그것은 만화시리즈의 마지막 한권이다.

  identical  [형] 동일한 
 identity [명] 동일성, 일치

 [aidéntikəl] Under identical conditions, I'm sure he would win 
the prize.

동일한 조건이면 그가 그 상을 탈것이라고 확신한다.

 identify  [동] 확인하다, 동일시하다
 identification [명] 동일, 동일시, 신분증명

 [aidéntəfài] He identified the watch as that of his son.

그는 그 시계가 아들의 것이라고 확인했다. .

 stir  [동] 휘젓다, ～을 흔들다, ～을 움직이다, 움직이다

 [stə́ːr] Something's stirring under the water.

물 에서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다. 

TEST ▢ compliment ▢ complement ▢ identical ▢ identify ▢ stir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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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hesive  [형] 착성의, 부착성의, 고집하는 
 adhere [동] 들러붙다, 집착, 고수하다, ~ 에 충실하다

 [stə́ːr] This glue has superior adhesive strength.

이 착제는 뛰어난 착력을 가지고 있다.

 represent  [동] 표 , 묘사하다, 나타내다, 리하다, 표하다 
 representative [명] 표

 [rèprizént] He is the Korean representative on this council.

그는 이 의 한국 표이다.

 spank  [명] 매, 매질 [동] 매질하다, 체벌하다

 [spǽŋk] Spanking is not permitted in schools.

학교에서는 체벌이 지되어 있다. 

 mischief  [명] 해, 손해, 재해, 장난, 장난기, 장난꾸러기 mischievous [형] 해를 끼치는, 장난을 좋아하는
 [místʃif] The student is always getting into mischief.

그 학생은 항상 장난을 친다.

 discipline  [명] 훈련, 단련, 훈육, 규율 [동] 훈육하다, 징계하다

 [dísəplin]
He grew up under the strict discipline of his 
grandfather.

그는 할아버지의 엄격한 훈육하에 자랐다. 

TEST ▢ adhesive ▢ represent ▢ spank ▢ mischief ▢ disciplin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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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iple  [명] 제자, 사도

 [disáipl] So many people gathered to become his disciples.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기 해 모여들었다. 

 reserve  [동] 따로 남겨두다, 약해놓다 [명] 비축, 보호구역

 [rizə́ːrv] We should reserve money for rainy days.

만약의 경우를 비하여 돈을 따로 남겨두어야 한다.

conserve

 [동] 보호하다/보존하다  
 conservation [명] 보존 
 conserv atism  [명] 보수주의 
 conservative  ⓐ보수 인

 [kənsə́ːrv]
A nature conservation campaign was conducted 
that targeted mountain climbers.

등산객들을 상으로 하는 자연보호 캠페인이 실시되었다.

preserve  [동] 보호, 보존하다, 음식을 조림하여 보존하다
 preservation [명] 보존, 보호, 장

 [prizə́ːrv] 
Every life form has an instinct to preserve its own 
species.

모든 생명체들은 자신의 고유 종족을 보존하려는 본능을 가
지고 있다. 

deserve  [동] 받아서 마땅하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dizə́ːrv] You got what you deserved.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거야.

TEST ▢ disciple ▢ reserve ▢ conserve ▢ preserve ▢ deserv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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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proof  [형] 방수의 [명] 방수복, 레인코트 [동] 방수하다
 [wɔ́ːtərprùːf] My watch is waterproof.

내 시계는 방수가 된다.

 ethics  [명] 윤리, 윤리학, 도덕

 [éθiks] It's against medical ethics.

그것은 의사의 윤리에 어 난다.

 ethnic, ethnical  [형] 인종 인, 민족 인 
 ethnology [명] 인종학, 민족학

 [éθnik] The war broke out over the ethnic cleansing.

그 쟁은 오로지 인종 청소때문에 발생했다. 

 tremble  [동] 부들부들 떨다, 율하다 
 tremor [명] 떨림, 율 tremendous [형] 무서운

 [trémbl] His lips are trembling with anger.

화가난 그의 입술이 떨고 있다.

 shiver  [동] 떨다, 부들부들  떨다, 율하다 [명] 떨림
 shivers [명] 한기, 오한, 율, 소름, 몸서리

 [ʃívər] The news gave him the shivers.

그 뉴스가 그를 몸서리치게 했다.

TEST ▢ waterproof ▢ ethics ▢ ethnic ▢ tremble ▢ shiver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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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reme  [형] 지고의, 의, 극도의, 궁극의 

 [səpríːm] I'll pray to the Supreme Being for your safe return.

신께 당신의 안 한 귀환을 해 기도할께요.

miserable  [형]  비참한, 딱한, 불행한, 애처로운 
 misery [명] 정신  고통, 비탄, 비참함, 궁상, 곤궁

 [mízərəbl] 
The conditions in the refugee camps were 
miserable.

난민 의 상황이 비참했다.

 startle  [동] 깜짝 놀라게 하다

 [stɑ́ːrtl] I was so startled that I almost passed out.

나는 무나 놀라서 기 할 뻔했다. 

 insure  [동] 보험 들다(buy insurance)
 insurance [명] 보험 

 [inʃúər] 
I'd like to deal with the car accident through my 
insurance company.

내 자동차 보험으로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싶습니다. 

 deposit  [동] 맡기다

 [dipɑ́zit] You could deposit your money in your account.

당신의 돈을 은행 통장에 할 수 있다.

TEST ▢ supreme ▢ miserable ▢ startle ▢ insure ▢ deposi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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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draw  [동]～에서 돈을 인출하다, 철수하다
 withdrawal [명] 인출, 철수

 [wiðdrɔ́ː] 
 The spokesman of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y would withdraw our military from Iraq.

정부 변인은 이라크에서 우리의 군 를 철수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bother  [동] 괴롭히다 

 [bɑ́ðər] I'm sorry to bother you, but I have a problem with 
the refrigerator.

귀찮게해드려서 죄송하지만, 냉장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trial  [명] 시도, 심리, 재  

 [tráiəl] He was asked to attend a trial.

그는 재 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shamed  [형] (잘못하여) 부끄러운 

 [əʃéimd]  I feel ashamed of having made such a mistake.

 그런 실수를 지른 것에 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reap  [동] 베다, 거둬들이다, 수확하다

 [ríːp]  The Grim Reaper is waiting for everyone.

 승사자는 모든 사람을 기다린다.

TEST ▢ withdraw ▢ bother ▢ trial ▢ ashamed ▢ reap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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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tty  [명] 변기 

 [pɑ́ti]  Is the baby potty-trained?

그 아이는 소변 가리는 훈련을 받았습니까?

 churn  [동] 세차게 휘젓다, 휘 어 버터를 만들다, 심하게   
 요동하다

 [tʃə́ːrn] In order to make yogurt, we must churn the milk.

요구르트를 만들기 하여 우유를 휘 어야 한다.

 agitate  [동] 흔들다, 선동하다
 agitation [명] 동요, 선동

 [ǽdƷitèit] When she heard his proposal, she felt agitated.

그의 제안을 들었을 때, 그녀는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drag  [동] 끌다, 질질 끌다 

 [drǽɡ] I can't believe you dragged me in here.

나를 여기로 끌고 오다니 믿을 수가 없다.

 brook  [명] 시내, 실개천 

 [brúk] The water in the brook is flowing softly.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다.

TEST ▢ potty ▢ churn ▢ agitate ▢ drag ▢ brook
note

344 CD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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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ponent  [명] 수, 반 자 

 [əpóunənt]  They are no opponents for us.

 그들은 우리의 수(상 )가 안 된다.

 opposite  [형] 반 쪽의, 정반 의  [명] 정반 물(사람, 말) 

 [ɑ́pəzit] My opinion is the opposite of yours.

내 의견은 당신 의견의 정반 입니다.

 exhibit  [동]보이다, 시하다, 진열하다 
 exhibition [명] 시, 공개, 람

 [iɡzíbit]
The paintings will be exhibited until the end of 
this month.

그 그림들은 이번 달 말까지 시될 것이다.

 prohibit  [동] 하다, 지하다

 [prouhíbit] On the aircraft, smoking is prohibited.

비행기에서는 흡연이 지되어 있다.

 forbid  [동] 하다, 지하다

 [fərbíd] It is forbidden by law.

그것은 법으로 지되어 있다.

TEST ▢ opponent ▢ opposite ▢ exhibit ▢ prohibit ▢ forbid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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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bargo  [명] 억류, 출입항 지, 통상 지, 지, 쇄조치 
 [동] 출입항을 지하다, 통상 쇄조치하다

 [imbɑ́ːrɡou] 
Washington set up an embargo of all ports in 
North Korea.

미국은 북한 내 모든 항구에 해 출입항 쇄조치를 내렸
다.

 plain  [명] 평지, 평원, 평야 [형] 평평한, 명백한, 꾸 없는,  
 검소한, 수수한, 무늬, 장식, 채색이 없는

 [pléin] She likes to dress plainly.

그녀는 수수하게 옷 입기를 좋아한다. 

 suspicious  [형] 의심스러운
 suspect [명] 용의자 [동] 의심하다, 수상히 여기다

 [səspíʃəs] She cast a suspicious glance at me.

그녀는 나를 의심스러운 리로 보았다.

 stoop  [동] 몸을 구부리다.

 [stúːp] That man stoops from age.

 사나이는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굽었다.

 hunchback  [명] 꼽추, 곱사등이

 [hʌ́ntʃbæ ̀k]
I watched the famous musical, the Hunchback of 
Notre Dame.

그 유명한 뮤지컬 노트르담의 꼽추를 보았다.

TEST ▢ embargo ▢ plain ▢ suspicious ▢ stoop ▢ hunchback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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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eal  [동] 드러내다, 폭로하다, 보여주다, 내보이다

 [rivíːl] The curtains were drawn to reveal the Pope.

커튼이 걷히고 교황이 모습을 드러냈다.

 conceal  [동] 숨기다, 비 로 하다

 [kənsíːl] He couldn't conceal his emotions.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torrent
 [명]  류, 억수(～s)
 torrential  [형] 류 같은, 억수처럼 쏟아지는
 torrential rainⓝ폭우// heavy rainⓝ

 [tɔ́ːrənt] The last torrential rain has caused huge flood.

지난번 집  폭우가 거 한 홍수를 일으켰다. 

 lightning  [명] 번개, 벼락 

 [láitniŋ] Who invented the first lightning conductor?

 가 최 의 피뢰침을 발명했나요?

 stammer  [동] 말을 더듬다

 [stǽmər] He stammers badly.

그는 심하게 말을 더듬는다.

TEST ▢ reveal ▢ conceal ▢ torrent ▢ lightning ▢ stammer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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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ar  [명] 제단 

 [ɔ́ːltər] The king prostrated himself before the altar.

왕이 제단 앞에 몸을 엎드렸다.

 alter  [동] 변경하다, 바꾸다

 [ɔ́ːltər] I want to alter my hair style.

머리 스타일을 바꾸기를 원한다.

alternate  [동] 번갈아 하다 [형] 번갈아 드는

 [ɔ́ltərnèit] The team needed alternate players.

  그 은 교  선수가 필요했다.

 offspring  [명] 자손
 [ɔ́ːfsprìŋ] Every person wants to leave offspring.

모든 이는 자손을 남기고 싶어 한다.

 antique  [형] 고 의, 고풍스러운 [명] 고물, 골동품 
 antiquity [명] 고

 [æntíːk] The custom originated in antiquity.

그 습은 고 에 기원되었다.

TEST ▢ altar ▢ alter ▢ alternate ▢ offspring ▢ antiqu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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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  [동] 찰, 측하다, 수, 엄수하다 observation [명] 
측, 찰 observance [명] 수, 엄수

 [əbzə́ːrv] This star can be observed only with a telescope.

이 별은 오직 망원경을 가지고서만 찰되어질 수 있다.

 axis  [명] 굴 , 축

 [ǽksis]  The earth revolves around the sun on its axis.

지구는 지축 에서 태양 주 를 공 한다.

 symmetry  [명] 칭 
 symmetric/symmetrical [형] 칭의, 좌우 칭 인

 [símətri] Snowflakes have hexagonal symmetry.

의 결정체는 6각형의 칭구조이다.

 sympathy  [명] 동정심, 연민, 공감

 [símpəθi] At the meeting, I expressed sympathy to him.

회의에서 나는 그에게 공감을 표시했다.

 antipathy  [명] 반감

 [æntípəθi] I have an antipathy to snakes.

나는 뱀을 몹시 싫어한다.

TEST ▢ observe ▢ axis ▢ symmetry ▢ sympathy ▢ antipath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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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onym  [명] 동의어

 [sínənìm] What synonyms are there for this word?

이 단어에 한 동의어는 무엇입니까?

anonymous  [형] 무명의, 익명의

 [ənɑ́nəməs] This novel was written by an anonymous writer.

이 소설은 작가무명이다.

 synthesize  [동] 종합하다 
 synthetic [형] 종합 인 synthesis [명] 종합

 [sínθəsàiz] 
If we synthesize economic analysts' ideas, it seems 
that the economy will recover this year.

경제 분석학자들의 생각을 종합해보면, 올해 경제가 회복될 
것 같다.

 solstice  [명] 하지, 동지(至)(태양이 도로부터 가장 먼 때) 

 [sɑ́lstis] Today is the summer solstice.

오늘이 하지 날이다. 

 concentrate  [동] 집 하다(on) 
 concentration [명] 집 력

 [kɑ́nsəntrèit] We have to concentrate our attention on our study.

우리의 주의를 공부에 집 해야 한다.

TEST ▢ synonym ▢ anonymous ▢ synthesize ▢ solstice ▢ concentrat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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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pany  [동]  동반, 동행하다, 반주하다 
 accompaniment [명] 부속물, 딸린 것, 반주

 [əkʌ́mpəni] 
Children under 12 must be accompanied by a 
parent.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반드시 부모  한분과 동반해야 
합니다.

 attach  [동] 붙이다 

 [ətǽtʃ] Please attach a photograph to your application form.

지원서에 사진 한 장을 붙이세요.

 instruct  [동] 교수하다, 가르치다, 지시, 명령하다
 instruction [명] 교수, 교육, 지시

 [instrʌ́kt] She instructed the nurses in giving injections.

그녀는 간호사들에게 주사 놓은 법을 가르쳤다. 

 execute  [동] 실행(이행, 수행, 집행, 처형)하다 
 execution [명] 실행, 이행, 집행

 [éksikjùːt] The murderer was executed with fire.

그 살인범은 화형에 처해졌다.

 sane  [형] 제정신의, 온 한 
 sanity [명] 제정신, 정신이 온 함

 [séin] He is not a sane person anymore.

그는 이제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다.

TEST ▢ accompany ▢ attach ▢ instruct ▢ execute ▢ sane
note

CD페이지 351



Ⅱ급

Ⅱ급-26Ⅱ급-26Ⅱ급-26

- 166 -

 faint  [동] 졸도하다, 정신이 아찔해지다  [형] 희미한, 어렴  
 풋한  [명]기 , 졸도 

 [féint] He fainted from heatstroke.

그는 더 를 먹고 졸도했다.

 refund  [명] 반환(물), 상환( ) [동] 반환하다, 상환하다

 [rifʌ́nd] Your deposit is refundable.

치 은 반환해드립니다.

 bachelor  [명] 학사

 [bǽtʃələr] He is a bachelor of science.

그는 이학사이다.

 streak  [명] , 무늬, 선 [동] 을 다, 무늬를 내다

 [stríːk] He is wearing a tie streaked with blue.

그는 푸른 무늬가 있는 넥타이를 하고 있다.

 sneak  [동] 살 살  들어오다(나가다) 

 [sníːk] Why are you sneaking around behind my back?

왜 나를 살살 피해 돌아다닙니까?

TEST ▢ faint ▢ refund ▢ bachelor ▢ streak ▢ sneak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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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ach  [동] 렵하다

 [póutʃ] Hundreds of elephants are poached every year.

해마다 수백 마리의 코끼리가 렵 당한다.

 bump  [동] 꽈당 부딪히다
 bumper [명] 완충기, 범퍼

 [bʌ́mp] I bumped my head against the wall.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dump  [동] 털썩 내버리다, 투매(덤핑)하다, 내려놓다

 [dʌ́mp] The truck dumped out gravel on the road.

트럭이 도로 에 자갈을 쫙 내려놓았다.

 bunch  [명] 송이, 다발, 한패거리 [동] 다발로 묶다, 떼 짓다

 [bʌ́ntʃ] She bought 10 bunches of grapes.

그녀는 10송이의 포도를 샀다.

 wreath  [명] 꽃다발, 화환
 wreathe [동] 화환으로 만들다, 둥그 게 만들다

 [ríːθ] The mayor put a wreath around the winner's neck.

시장님께서 승자의 목에 화환을 걸어 주셨다.

TEST ▢ poach ▢ bump ▢ dump ▢ bunch ▢ wreath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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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sle  [명] 통로, 복도 
 walk down the aisle [동] 결혼하다

 [áil] She will walk down the aisle next month.

그녀는 다음 달에 결혼할 것 이다.

 corridor  [명] 복도

 [kɔ́ːridər] Go straight down this corridor.

이 복도를 따라서 쭉 가세요.

 cemetery  [명] 공동묘지

 [sémətèri] The veteran was buried in the National Cemetery.

그 퇴역군인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clown  [명] 

 [kláun] I won't play the clown.

나는 노릇은 하지 않을 것이다.

 acrobatics  [명] 곡 , 교  
 acrobat [명] 곡 사

 [æ ̀krəbǽtiks]
To perform acrobatics well, corporal flexibility is 
required first. 

곡 를 잘 하기 해서는 육체  유연성이 제일 먼  요구
된다.

TEST ▢ aisle ▢ corridor ▢ cemetery ▢ clown ▢ acrobatics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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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cil  [명] 회의, 의회, 평의회 
 councilor [명] (시,군,읍 등 지방의회)의원, 평의원 

 [káunsəl] The city council enacted a new ordinance.

시의회는 새로운 조례 하나를 제정했다.

 pile  [명] 무더기, 더미 [동] 쌓아 올리다, 쌓이다(up)

 [páil] Piles of stones used to be symbols of belief.

돌무더기들이 과거에는 신앙의 상징이었다.

 furious  [형] 격노한, 몹시화난, 사나운, 사납게 날뛰는

 [fjúəriəs] He must have been furious at the news.

그가 그 소식을 듣고 격노했음에 틀림없다.

 property  [명] 재산, 소유, 특징

 [prɑ́pərti] I was entrusted with the care of his property.

내가 그의 재산 리를 맡았다.

 splash  [명] 물 튀기는 소리, 텀벙텀벙, 끼얹음 
 [동]튀기다,끼얹다,텀벙텀벙소리내며나아가다

 [splǽʃ] The bus splashed me with mud.

그 버스가 나에게 흙탕물을 튕겼다.

TEST ▢ garb ▢ merge ▢ swarm ▢ trace ▢ prospec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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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r,  whirr  [동] 휙 날아가다, 질주하다, 윙윙 돌다 

 [hwə́ːr] Race cars are whirring by.

경주용 자동차들이 휙휙 질주하고 있다.

  whirl  [동] 빙빙 소용돌이치다 
 whirlpool [명] 소용돌이

 [hwə́ːrl] The child is whirling about the room.

그 아이가 방안을 빙빙 돌고 있다.

 bankrupt  [형] 산한     
 bankruptcy [명] 산, 도산

 [bǽŋkrʌpt] The bank finally went bankrupt. 

그 은행은 결국 산했다.

 substitute  [동] ~를 신 사용하다

 [sʌ́bstətjùːt] We can substitute margarine for butter.

우리는 버터 신에 마가린을 사용할 수 있다.

 illuminate  [동] 조명하다. 비추다 
 illumination [명]   조명

 [ilúːmənèit] Brilliant achievements illuminated the era.

빛나는 업 이 그 시 를 더 밝게 해 다.

TEST ▢ whir ▢ whirl ▢ bankrupt ▢ substitute ▢ illuminat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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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eck  [명] 난  [동]  난 시키다, 난 하다

 [rék] The ship was wrecked on the Busan coast.

그 배는 부산 해안에서 난 당했다.

 resume  [명] 이력서 [동] 다시 시작하다

 [rézumèi] [rizúːm] I submitted my resume to that company yesterday.

어제 나는 내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했다.

 shorthand  [명] 속기

 [ʃɔ́ːrthæ̀nd] The secretary took the minutes in shorthand.

비서가 속기로 회의록을 작성했다.

 grasp  [명] 쥐기, 한 움큼, 손이 미치는 범  
 [동] 쥐다, 잡다, 이해하다

 [ɡrǽsp] I grasp your meaning.

의 말뜻을 이해하겠다.

 deem  [동] ~이라고 생각하다

 [díːm] I deem it good to do so.

그 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TEST ▢ wreck ▢ resume ▢ shorthand ▢ grasp ▢ deem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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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tter  [동] 아첨하다,알랑거리다,비행기태우다

   [flǽtər]  Don't flatter me.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무 칭찬을 심하게 하지 마세요).

 considerate  [형] 사려 깊은, 남을 배려하는

 [kənsídərət] He is an considerate boss.

그는 남을 배려하는 사장이다.

 arithmetic  [명] 산수

 [əríθmətik] The child is good at arithmetic.

그 아이는 산수를 잘 한다.

 equate  [동] 등식화하다, 균등하게하다, 동등하게 다루다
 equation [명]방정식 equator [명] 도 

 [ikwéit]
He equated the possession of wealth with 
happiness.

그는 부의 소유를 행복과 동일시했다.

 stroll  [동] 거닐다

 [stróul] The old man likes strolling along the beach.

노인은 해변을 따라 거니는 것을 좋아한다.

TEST ▢ flatter ▢ considerate ▢ arithmetic ▢ equate ▢ stroll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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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dle  [동] 아장아장 걷다 
 toddler [명]  유아, 아장아장 걷는 아이

 [tɑ́dl] The baby toddled around.

아기가 아장아장 걸었다.

 crawl  [동] 기다, 포복하다

 [krɔ́ːl] The injured man crawled out of the damaged car.

다친 사람이 부서진 자동차 밖으로 기어 나왔다.

creep  [동] 기다, 포복하다

 [kríːp] They crept out through the bushes.

그들은 덤불을 기어서 나갔다.

 nurture  [동] 양을 주어 키우다, 양육하다, 양성하다

 [nə́ːrtʃər] The mayor has plans to nurture rural leadership.

시장은 농 지도자를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nutrition  [명] 양물, 음식물 
 nutritious [명] 양가 있는 

 [njuːtríʃən] Eating fruit in the morning is nutritious.

아침의 과일은 양 만 이다.

TEST ▢ toddle ▢ crawl ▢ creep ▢ nurture ▢ nutrition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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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tain  [동] 떠받치다, 견디다, ～를 부양하다

 [səstéin] The breakwater sustained the shocks of the waves.

방 제가 도의 충격을 견뎌냈다.

 furnace  [명] 화덕, 닌로, 용 로 

 [fə́ːrnis] 
The FBI agent has been tried in the furnace of an 
internal investigation.

그 FBI 요원은 내사의 혹독한 시련을 겪어왔다.

vulnerable  [형] 상처 받기 쉬운, 피해를 입기 쉬운

 [vʌ́lnərəbl] The woman is vulnerable to temptation.

그 여자는 유혹에 약하다.

 manipulate  [동] 조작하다, 조종하다

 [mənípjulèit] They manipulated the market.

그들은 시장 가격을 조작했다.

 sanitation  [명] 공 생 
 sanitary [형] (공 ) 생의, 생상의, 생 인

 [sæ ̀nətéiʃən] This restaurant has poor sanitation.

이 식당은 생상태가 나쁘다.

TEST ▢ sustain ▢ furnace ▢ vulnerable ▢ manipulate ▢ sanitation
note

360 CD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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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te [형] ①(아픔․감정 등이)격렬한 ②(감각 등이) 리한

[əkjúːt] I felt acute pains in my back.

나는 등에 격렬한 고통을 느 다.

adhere [동] ① 착[부착, 유착]하다 ②고수하다, 지지하다

 [ædhíər] We adhere to the principle that everyone should be 
treated fairly.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우받아야 한다는 원
칙을 지킨다.

adjacent [형] 근한, 인 한

[ədʒéisənt] There are also two roads adjacent to the railway 
lines.

철도선 을 따라 두 개의 도로도 건설했다.

adjourn [동] ①(회의 등을)연기하다 ②(회의 등을)휴회하다

[ədʒə́ːrn] The hearing was adjourned for a week.

청문회는 1주일 동안 연기되었다.

adore [동]  ①(하느님․사람을)숭배하다 ②아주 좋아하다

[ədɔ́ːr] She adores French perfume.

그녀는 랑스 향수를 아주 좋아한다.

TEST ▢ acute ▢ adhere ▢ adjacent ▢ adjourn ▢ adore
note

CD페이지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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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nt [명] ( 요한 인물․사건의) 출 , 도래

[ǽdvent  -vənt] Since the advent of jet aircraft, travel has      
sped up.

제트기의 출  이후 여행이 가속화되었다.

adverse [형] ①거스르는 ②반 하는 ③불리한, 불운한

 [ædvə́ːrs  -́-] The men were trapped by adverse winds on the 
island.

그 남자들은 역풍으로 인해 섬에 갇혔다.

afflict [동]  괴롭히다, 시달리게 하다

[əflíkt] He was afflicted by your failure.

그는 의 실패를 알고 마음 아 했다.

affluent [형] ①풍부한, 부유한 ②거침없이 흐르는

[ǽflu(ː)ənt] Solar is generally a luxury good for affluent 
nations paying an environmental premium.

태양 에 지는 환경 리미엄을 부담하는 풍족한 나라들이
나 감당할 수 있는 사치품이다.

aggravate [동] ①악화시키다 ②화나게 하다, 괴롭히다

[æ ́grəve ̀it] There are two things that aggravate me: being 
ingnored and being lied to.

 화나게 하는 건 두 가지죠. 무시당하는 것과 거짓말을 
듣는 거 요.

TEST ▢ advent ▢ adverse ▢ afflict ▢ affluent ▢ aggravate
note

364 CD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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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tate [동] ①흔들다 ②(사람을)선동하다, (마음을)교란하다

[ǽdʒətèit] The students were agitated by the news.

그 소식을 듣고 학생들은 술 거렸다.

ailment [명] 병, 불쾌, 불안

 [éilmənt] The dust hits the peninsula every spring, causing 
various respiratory diseases and eye ailments.

황사는 매년  한반도에 향을 미쳐 각종 호흡기 질환과 
병을 유발시키고 있다.

alleviate [동] (고통 등을)덜다, 완화하다, 경감하다

 [əlíːvièit] Heat often alleviates pain.

열은 흔히 고통을 완화해 다.

anatomy [명] ①해부, 해부학 ②해부학  구조

 [ənǽtəmi] Anatomy is a part of biology.

해부학은 생물학의 일부이다.

anecdote [명] 일화, 기담

 [ǽnikdòut] She prefaced her remarks with a personal anecdote.

그녀는 개인 인 일화로 이야기의 서두를 꺼냈다.

TEST ▢ agitate ▢ ailment ▢ alleviate ▢ anatomy ▢ anecdote
note

CD페이지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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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ihilate [동]  ① 멸시키다 ②무력하게 하다 ③압도하다

 [ənáiəlèit] The enemies were all but annihilated.

군은 거의 멸 다.

apprehend [동] ①체포하다 ② 악하다, 깨닫다 ③걱정되다

 [æ̀prihénd] I apprehended that the situation was serious.

사태가 심각함을 깨달았다.

aquarium [명] ①수족  ②(물고기·수 용) 유리 수조 

[əkwɛ́əriəm]
Come connect with the wonderful world of 
sea creatures at the Downtown Aquarium

다운타운 수족 에 오셔서 신비로운 해양 생물의 세계를 만
끽해 보세요. 

arbitrary [형] ①임의의, 멋 로인 ②독단 인 ③변덕스러운

[ɑ́ːrbətrèri] She made an arbitrary choice of the black shoes 
instead of the brown ones.

그녀는 멋 로 갈색 구두 신 검정색 구두를 선택했다.

archaeology [명] ①고고학 ②(고  문화의) 유 , 유물

 [ɑ̀ːrkiɑ́lədƷi] I enjoy studying archaeology.

나는 고고학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TEST ▢ annihilate ▢ apprehend ▢ aquarium ▢ arbitrary ▢ archaeology
note

366 CD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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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ry [명] ①동맥 ②주요 도로, 간선

[ɑ́ːrtəri] It is the main artery between Seoul and Busan.

그것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교통의 동맥이다.

arthritis [명] 염

 [ɑːrθráitis] She is troubled by arthritis.

그녀는 염으로 고생하고 있다.

ascent [명] ①상승, 오름 ②향상, 승진 ③오르막(길)

 [əsént] The sudden ascent of the elevator made us dizzy.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올라가서 우리는 어지러워졌다.

ascribe [동]  (원인을)~에 돌리다, (결과를) ~의 탓으로 돌리다

 [əskráib] She ascribed her success to hard work.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열심히 노력한 덕택이라고 생
각했다.

assassinate [동] 암살하다, (명  등을) 훼손하다

 [əsǽsənèit] They wove a plot to assassinate the king.

그들은 국왕 암살 계획을 짰다.

TEST ▢ artery ▢ arthritis ▢ ascent ▢ ascribe ▢ assassinate
note

CD페이지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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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ult [명] ①습격, 습 ②비난 ③폭행  [동] 습하다

 [əsɔ́ːlt] They secured their town from an assault.

그들은 자기네 고장을 습격으로부터 지켰다.

attribute [동]  ~의 탓으로 하다 [명] 속성, 특성

 [ətríbjuːt] 
The doctor attributed the cause of his illness to 
overwork.

의사는 그의 병을 과로 탓으로 돌렸다.

authentic [형] ①진정한, 진짜의 ②믿을 만한 ③인증된

 [ɔːθéntik] 
Even though other people say it is not authentic, I 
still want to believe.

다들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지만 는 여 히 믿고 싶
습니다.

avalanche [명] ① 사태 ②(질문, 편지 등의) 쇄도

 [ǽvəlæ̀ntʃ] The town is in danger from an avalanche.

마을이 사태로 인해 험에 처해있다.

axis [명] ①굴 , 지축 ② 심선 ③(운동, 발  등의) 추

 [ǽksis]
The earth makes one revolution on its axis every 
twenty-four hours.

지구는 그 축을 심으로 24시간에 일회  한다.

TEST ▢ assault ▢ attribute ▢ authentic ▢ avalanche ▢ axis
note

368 CD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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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ffle [동] ①당황하게 하다 ②좌 시키다 ③흐름을 멈추다

 [bǽfl] The sudden question baffled me.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banish [동] ①추방하다 ②(사람을)내쫓다, (근심을) 떨쳐버리다

[bǽniʃ] Banish all troubles from your mind.

모든 근심 걱정을 죄다 떨쳐버리세요.

barometer [명] ①기압계 ②(여론의) 지표

 [bərɑ́mətər]
A barometer is used to measure the pressure of 
the atmosphere.

기압계는 기압을 재는 데 이용된다.

barter [동] 물물 교환하다 [명] 물물 교환

 [bɑ́ːrtər] To pay the tuition, I had to barter away 
my car.

등록 을 내기 해 나는 차를 팔아넘겨야 했다. 

bewilder [동] 당황하게 하다, 어리둥 하게 하다

 [biwíldər] She was bewildered by their questions.

그녀는 그들의 질문 공세에 당황했다.

TEST ▢ baffle ▢ banish ▢ barometer ▢ barter ▢ bewilder

note

CD페이지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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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ak [형] ①황량한, 처량한 ② (날씨·바람 등이)차가운

[bliː k] 
The house looked out over a bleak and 
desolate landscape.

그 집은 황량하고 쓸쓸한 풍경에 면해 있었다. 

blunder [명] 큰 실수  [동] ①큰 실수를 하다 ②(일을) 그르치다

 [blʌ́ndər] It was a blunder to invite them.

그들을 한 것이 큰 실수 다.

brag [동] 자랑하다  [명] 허풍, 자랑 

[brǽɡ] He always brags about how rich his father is.

그는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항상 자랑하고 다닌다.

breakthrough [명] ①돌  ②(과학 등의) 큰 발  ③(난 의) 돌 (구)

 [bréikθrùː] 
His research led to a major breakthrough in the 
fight against cancer.

그의 연구는 암 퇴치에 획기 인 돌 구가 되었다.

brink [명] ①(낭떠러지․벼랑의) 가장자리 ②직

 [bríŋk] She lingered on the brink of death.

그녀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맸다.

TEST ▢ bleak ▢ blunder ▢ brag ▢ breakthrough ▢ brink

note

370 CD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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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sk [형] ①활발한 ②상쾌한 ③무뚝뚝한 ④거품이 잘 이는

[brísk] Business is always brisk before Christmas.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는 경기가 항상 활황이다.

brook [명] 시내, 개천 

 [brúk] The brook meanders through the valley.

그 개울은 계곡을 굽이쳐 흐른다.

bruise [명] 타박상, 멍 [동] ~에게 타박상을 주다, 멍들게 하다

[brúːz] My bruise is still tender.

타박상이 아직도 만지면 아 다.

cactus [명] 선인장

 [kǽktəs] A cactus is a prickly plant whose stem 
stores water.

선인상은 기에 수분을 장하는 가시투성이의 식
물이다. 

caress [명] 애무  [동]  ①애무하다 ②어르다, 달래다

 [kərés] I caress your hand, watching you while you sleep 
so sweetly.

곤히 잠든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손을 어루만집니
다.

TEST ▢ brisk ▢ brook ▢ bruise ▢ cactus ▢ caress
note

CD페이지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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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yst [명] ① 매, 자극, 진제  ② 매 역할을 하는 사람

[kǽtəlist] Not only is he a big star, but Rain can also be a 
catalyst in promoting cultural exchanges.

비는  스타일뿐 아니라 문화  교류를 진하는 
매제이기도 하다.

celebrity [명] ①유명인 ②명성

[səlébrəti] She is something of a celebrity.

그녀는 상당한 유명인이다.

cemetery [명] 묘지

 [sémətèri] His ancestors lie in the cemetery. 

그의 조상은 공동 묘지에 묻  있다.

choke [동] ①질식시키다 ②억제하다

[tʃóuk] A coin almost choked the baby.

동 을 삼켜 갓난아이가 거의 질식할 뻔했다.

chuckle [명] 킬킬웃음 [동] 킬킬웃다 

[tʃʌ́kl] We had a good chuckle.

우리는 한참 낄낄 며 웃었다.

TEST ▢ catalyst ▢ celebrity ▢ cemetery ▢ choke ▢ chuckl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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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명] ①무리, 집단 ②(과일) 송이  [동] 모으다

[klʌ́stər] The view is obstructed by a cluster of trees.

 건  경치가 숲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commodity [명] 상품

[kəmɑ́dəti] Public transportation, cars, gas and household 
commodities are also expected to rise.

교통 요 과 자동차, 휘발유, 가정용품 가격도 상승할 
망이다.

compassion [명] 측은히 여김, 동정 

[kəmpǽʃən] For her compassion, she has become known as the 
angel bakery girl. 

그녀의 동정심으로 인해 그녀는 “빵집 천사아가씨”로 알려
지게 되었다.

comply [동] (요구, 명령, 규칙에) 따르다, 응하다 《with》

[kəmplái] I am not in a position to comply with your request.

는 당신의 요구에 따를 입장이 못 됩니다.

concede [동] ①인정하다 ②부여하다 ③양보하다 

[kənsíːd] We must concede that this is true.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인정해야 한다.

TEST ▢ cluster ▢ commodity ▢ compassion ▢ comply ▢ concede 
note

CD페이지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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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ive [동] ①상상하다, (생각을) 품다 ②이해하다 

[kənsíːv] I cannot conceive of your doing such a silly thing.

당신이 그 게 어리석은 짓을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condense [동] ①응축하다, 응결하다 ② (사상·표 을) 요약하다

[kənde ́ns]  The cool air makes the vapor condense 
into a cloud.

찬 공기는 수증기를 구름으로 응축시킨다. 

conform [동] ① (행 ·습  등을) (모범·범례에) 따르게 하다 ② 
(사람이) (규칙·습속 등에) 따르다 《to》

 [kənfɔ́ːrm]  Products must conform to strict standards.

제품은 엄격한 기 에 따라야 한다. 

console [동]  로하다, 문하다

[kənso ́ul]  That consoled me for the loss.

그것이 손실에 한 안이 되었다.

conspicuous [형] ① 에 띄는, 뚜렷한 ② (취미·센스가) 화려한

[kənspíkjuəs] Atmospheric contamination by exhaust fumes from automobiles 
has become conspicuous, particularly in urban areas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의한 기 오염이 특히 시가지에서 
해졌다 

TEST ▢ conceive ▢ condense ▢ conform ▢ console ▢ conspicuous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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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piracy [명] 음모, 공모, 모의

[kənspírəsi] My opponents are rigging up a conspiracy.

내 수들은 지  음모를 계획 이다.

consternation [명] 깜짝 놀람, 경실색

[kɑ̀nstərnéiʃən/kɔ̀n-] To my consternation, it had completely 
disappeared.

놀랍게도 그것은 완 히 사라졌다. 

constitute [동] 구성하다, 구성 요소가 되다

[kɑ́nstətjùːt/kɔ́n-] These elements combine to constitute the 
material universe.

이런 원소들이 결합해서 물질계를 이룬다

contempt [명] 경멸(disdain), 멸시, 업신여김, 모욕

 [kənte ́mpt] 
If you have contempt for someone, you 
have no respect for him or her.

당신이 어떤 사람을 경멸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한 존경
심이 없다는 것이다.

convene [동] <모임·회의를> 소집하다;(법정 등에) 소환하다

[kənvíːn]
The general manager plans to convene his 
employees to review security procedures.

총감독은 보안 차를 재조사하기 해 직원들을 
소집할 계획입니다. 

TEST ▢ conspiracy ▢ consternation ▢ constitute ▢ contempt ▢ convene
note

CD페이지 375



Ⅰ급

Ⅰ급-7Ⅰ급-7Ⅰ급-7

- 190 -

converse [동](남과) (…에 해) 이야기하다, 담화하다 

[kənvə́ːrs]
It allows you to converse with other 
Windows users over a network.

그것이 네트워크에서 다른 Windows 사용자와 화할 수 
있게 해 니다.

corridor [명] 복도, 회랑(回廊)

[kɔ́ːridər/kɑ́r-] A corridor runs through the house.

복도가 온 집안에 통하고 있다.

counterfeit [형] 조의, 가짜의(forged) [동] <화폐·지폐 등을> 
조하다(forge)

[káuntərfìt] On closer inspection the money turned out 
to be counterfeit.

보다 정 한 검사로 그 돈이 조 지폐라는 것이 
드러났다.

cramp [명] ①꺾쇠(=cramp iron) ②(근육의) 경련, 쥐 

[kræmp]
He was seized with a cramp while 
swimming.

그는 수 하다가 경련이 일어났다

creed [형] ①(종교상의) 교의(敎義) ②(일반 으로) 신
조, 신념

[kriː d] That is an article of my creed.

그것은 내 신조 의 하나이다.

TEST ▢ converse ▢ corridor ▢ counterfeit ▢ cramp ▢ creed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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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prit [명] 범죄자, 죄인, 범인(offender)

 [kʌ́lprit]  The detectives scattered to round up the 
culprit.

형사들이 그 범인을 체포하기 해 흩어졌다.

curb [명] ①재갈, 고삐 ②속박 [동] 억제하다(restrain)

[kəːrb] To help curb population growth, the government 
has imposed family planning restrictions.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해 정부는 산아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curtail [동] ①짧게 이다(shorten);단축하다 ② (비용 등을) 
삭감하다

[kəːrte ́il] Do you think it will be necessary to curtail 
production?

생산량 감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dagger [명] 단도, 단검  [동] 단검으로 르다 

[dǽgər] He thrust a dagger into his enemy´s heart.

그는 원수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defy [동]  ①무시하다 ②도 하다

 [difái] Do you mean to defy me?

나에게 들 셈인가?

TEST ▢ culprit ▢ curb ▢ curtail ▢ dagger ▢ def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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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ict [동]  그리다, 묘사하다

 [dipíkt] The writer depicted him as a hero.

그 작가는 그를 웅으로 묘사했다.

deplete [동] 격감시키다, 고갈시키다 

 [diplíːt]
Once our stock is depleted, there will be no more 
available at these prices.

재고가 다 팔리고 나면 이 가격으로는 제품을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dermatologist [명] 피부과 의사

 [də̀ːrmətɑ́lədʒist] Dermatologists have sounded alarms about 
the spike in skin cancer rates.

지난 몇 해 동안 피부과 의사들은 피부암 발생률이 
증하고 있다고 경고를 해 왔다. 

deteriorate [명] ①나쁘게 하다 ②나빠지다

[ditíəriərèit] We should not deteriorate the quality of education.

우리는 교육의 질을 악화시키면 안 된다.

diagnosis [명] 진단

 [dàiəɡnóusis] That doctor never makes a wrong diagnosis.

그 의사의 진단은 백발백 이다.

TEST ▢ depict ▢ deplete ▢ dermatologist ▢ deteriorate ▢ diagnosis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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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ute [동] 묽게하다, 묽어지다  [형] 묽게 한, 희석한

 [dailúːt] 
If you give your baby juice, dilute it well with 
cooled, boiled water.

아기에게 주스를 주려면 끓여 식힌 물로 잘 희석해라.

discern [동] ①식별하다 ②분별하다 ③깨닫다

 [disə́ːrn] They could not discern who was telling the truth.

그들은 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disposition [명] ①배열 ②처분, 매각 ③성질, 성향

 [dìspəzíʃən] He had a disposition to do gambling.

그는 노름하는 습성이 있었다.

dissertation [명] ①학술 논문, 박사 논문 ②논설, 논술

[dìsərtéiʃən] The material was lifted from somebody's 
dissertation.

그 자료는 어떤 사람의 학  논문에서 표 된 것이었다.

divert [동] ①~으로 환하다 ②(주의를)딴 곳으로 돌리다 ③
기분 환을 시키다 

 [divə́ːrt] 
Nothing could divert his thoughts from his 
mother's sudden death.

그 어느 것도 그의 생각을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서 
딴 데로 돌릴 수 없었다.

TEST ▢ dilute ▢ discern ▢ disposition ▢ dissertation ▢ diver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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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ry [형] ① 한, 황량한 ②지루한, 따분한 [명] 따분한 사
람

 [dríəri] Suppose plants were not to flower, how dreary 
nature would be!

만일 목에 꽃이 피지 않는다면 자연은 얼마나 황량할까?

dubious [형] ①수상쩍은 ②반신반의하는 ③모호한

 [djúːbiəs] It's dubious if they'll come.

그들이 올 지 의심스럽다.

dwindle [동] 차츰 작아지다

 [dwíndl] The world's supply of fossil fuels is dwindling.

세계의 화석 연료 공 량이  어들고 있다.

ebb [명] ①썰물 ②감퇴 [동]  ①빠지다 ② 다, 기울다

 [éb] The tide is on the ebb.

지 은 썰물이다.

eccentric [형] 별난, 괴벽스러운 [명] ①별난 사람 ②이상한 일

 [ikséntrik] She thought it was eccentric to go swimming at 
night.

그녀는 밤에 수 하러 가는 것을 별나다고 생각했다.

TEST ▢ dreary ▢ dubious ▢ dwindle ▢ ebb ▢ eccentric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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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borate [형] 정교한, 공들인  [동] ①애써 만들다 ②갈고 닦다

 [ilǽbərət] No sooner had I finished an elaborate car 
washing than the rain began to fall.

내가 공들여 세차를 막 끝내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
작했어.

emancipation [명] ①(노  등의) 해방 ②(미신 등으로부터의) 해방 

[imæ̀nsəpe ́iʃən]  The emancipation of slaves marks an epoch in 
American history.

노  해방은 미국사에서 한 시 의 획을 는다. 

embargo [명] ①(선박의) 출항[입항] 지 ② 통상 정지; 쇄

 [imbɑ́ːrgou] 
 Exports rapidly increased after the trade 
embargo was lifted.

무역 지령이 해제된 후 수출이 격히 증가했다. 

enhance  [동] (질·능력 등을) 높이다, 강화하다

[enhæ ́ns,-hɑ́ːns]
The effect of this forceful poem is enhanced 
by contrast.

이 힘찬 시의 효과는 조법에 의해 강화된다.

entangle [동] ①얽히게 하다, ② (함정·곤란 등에) 빠뜨리다

[entǽŋgl] The town was entangled with their scheme.

마을 체가 그들의 계략에 말렸다. 

TEST ▢ elaborate ▢ emancipate ▢ embargo ▢ enhance ▢ entangl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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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le [동]  ①…의 칭호를 주다 ②권리[자격]를 주다 
《to》

[entáitl] He is entitled to a pension.

그는 연 을 받을 자격이 있다

epidemic  [명] 유행병;(사상 등의) 보   [형] 유행성의 

[e ̀pədémik] The epidemic spread quickly in the village.

그 염병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다.

eradication [명] 근 , 박멸

 [ ]  Eradication of mosquitos is difficult.

모기 박멸은 어렵다. 

eulogy [명] 찬사(praise), 찬양, (고인을)기리는 연설

[júːlədʒi] Fellow actors gave eulogies at the funeral.

동료 연기자들이 장례식에서 송덕문을 낭송했다

evacuate [동] ①<장소·집 등을> 비우다 ②<군 를> 철수시키다

 [ivæ ́kjue ̀it]  The civilians were evacuated from the 
dangerous town.

시민들을 그 험한 마을로부터 철수시켰다.

TEST ▢ entitle ▢ epidemic ▢ eradication ▢ eulogy ▢ evacuat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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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de  [동] ①교묘히 피하다 ②<질문을>회피하다

[ivéid]
 It is surprising that so many people evade 
paying taxes.

그 게 많은 사람들이 탈세를 하고 있다니 놀랍다.

excavate  [동] ①<굴·구멍을> 다 ②발굴하다

[e ́kskəve ̀it] Remains of the Stone Age were excavated.

석기 시 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extravagant [형] ①낭비하는, 사치스러운  ②터무니없는, 지나친

[ikstrǽvəgənt] Those who are extravagant spend more 
money than they can afford.

낭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보
다 더 많은 돈을 쓴다. 

fad [명] 변덕;일시  유행;일시  열

[fæd] 
You´re easily swept along by fads, aren´t 
you?

당신은 쉽게 유행을 따르는 것 같은데요

feasible  [형] ①실행할 수 있는(practicable) ②알맞은(suitable), 

[fíːzəbəl]  I don´t know whether it is feasible or not.

그 일의 실행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다

TEST ▢ evade ▢ excavate ▢ extravagant ▢ fad ▢ feasibl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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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 [명] ① 업(偉業),공( ) ②묘기, 재주,

[fiː t] Even before yesterday's feat, she had given 
evidence of her extraordinary ability.

어제의 업 이 에도, 그녀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 주었었다. 

flaw [명] ①(보석 등의) 흠(crack) ②(성격의) 결

 [flɔː]
When we fall in love, we are unable to see a 
person’s flaws.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결 을 볼 수 없게 된다. 

fluctuation [명]①(방향· 치·상황의)변동 ②(사람·마음의) 동요

[flʌ̀ktʃuéiʃ-ən] The price fluctuations are difficult to 
predict.

물가의 변동은 측하기가 어렵다.

foe  [명]《문어·시어》 , 원수

[fou] 
We couldn´t tell whether he was friend or 
foe.

그가 우리편인지 인지 알 수 없었다.

fowl [명] ①가 (家禽)《거 , 칠면조 등》 ② 새고기;닭
고기

[faul] It has led to the culling of millions of fowl.

그것 때문에 수백만마리의 가 류가 도살되었다.

TEST ▢ feat ▢ flaw ▢ fluctuation ▢ foe ▢ fowl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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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ud [명] ①사기, 기만 ②사기(죄);사기 행

[frɔːd] Telemarketing fraud has been on the 
increase in recent months.

최근 몇 개월 동안 텔 마  사기 건수가 늘고 
있다.

frigid [형]① 몹시 추운 ②써늘한(cold), 냉랭한(indifferent)

 [fíʤìd] The recent frigid weather will continue till 
tomorrow.

최근의 추운 날씨는 내일까지 계속될 것이다

futile [형] ① (행동 등이) 헛된 ②하찮은, 무능한

 [fjúːtl, -tail] Attempts to convince him are futile.

그를 설득하려는 시도는 쓸데없는 짓이다.

geometry [명]기하학

[ʤiːɑ́mətri / ʤiɔ́m-] n. John isn't failing geometry, but he's just 
hanging on by a hair.

존은 기하학에서 낙제하지는 않겠지만, 아주 태롭
다. 

gigantic [형] 거 한, 거창한, 막 한

[ʤaigæ ́ntik]   It took a special lift to elevate the gigantic 
granite blocks into place.

거 한 화강암 석재를 들어올리는 데는 특수 엘리베
이터가 필요했다. 

TEST ▢ fraud ▢ frigid ▢ futile ▢ geometry ▢ gigantic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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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명] 요 , 요지, 골자

[ʤist] n. Don't go into details about the book, just 
give me the gist.

그 책에 해 상세히 말하지는 말고, 그  내게 요 만 일러
주시오. 

growl [동] (개 등이) 으르 거리다 

[graul] n. The dog growled at the stranger.

그 개는 낯선 사람을 향해 으르 거렸다. 

harass [동]  괴롭히다, 귀찮게 굴다

[hǽrəs, həræ ́s] She was often harassed with nuisance phone calls 
in the middle of the night. 

그녀는 종종 밤에 걸려오는 장난 화에 시달렸다

hazard [명]  ① 험, 난, 모험 ②우연, 운, 불확실함

 [hǽzərd] Secondhand smoking is a big health hazard.

간  흡연은 건강에 큰 해가 된다.

hierarchy [명] 계층제, 계 제

[háiərɑ̀ːrki] 
There´s a very rigid social hierarchy in their 

society.

그들의 사회에는 매우 엄격한 사회 계  제도가 있
다.

TEST ▢ gist ▢ growl ▢ harrass ▢ hazrd ▢ hierarch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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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arious [형] ①유쾌한, 즐거운 ②신나게 노는, 들떠서 떠드는

[hilɛ́əriəs, hai-] The movie was hilarious!

그 화는 유쾌했어.

hypothesis [명] 가설, 가정

[haipɑ́ɵəsis/-pɔ́ɵ-] We find much evidence converging to 
support the hypothesis.

그 가설을 뒷받침해 주는 많은 증거가 있다

illuminate [동] 조명하다, 비추다, 밝게 하다
[ilúːməne ̀it] The focus of the probe will be to illuminate the 

truth.

수사의 은 진상을 규명하는 데 맞춰질 것이다.

imminent  [형] 박한, 박한, 일 즉발의

 [ímənənt] He was aware of the imminent danger.

그는 임박한 험을 알고 있었다. 

implement [동] 이행하다 [명] ①도구, 용구 ②수단, 방법 

[ímpləmənt] It is increasingly difficult to implement 
the agreement.

그 약을 이행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TEST ▢ hilarious ▢ hypothesis ▢ illuminate ▢ imminent ▢ implemen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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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se [동] (시·곡 등을) 즉석에서 하다[짓다, 연주하다];

[ímprəvàiz]     In jazz, the performers often improvise 
their own melodies.

재즈에서는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들의 
멜로디를 즉석에서 만든다. 

impudent [형] (행  등이) 뻔뻔스러운, 염치없는 

[ímpjədənt]  He was impudent enough to ask me for a 
holiday.

그는 뻔뻔스럽게도 내게 휴가를 달라고 했다

inflict [동] (벌 등을) 주다, 과하다 《on》

[inflíkt] 
Regular exposure to loud music and noise 
can inflict permanent hearing damage.

시끄러운 음악이나 소음에 정기 으로 노출되면 
구 인 청각 손상을 입을 수 있다. 

inhale [동] (공기·가스 등을) 들이쉬다, 흡입하다

[inhe ́il]  It is dangerous to inhale ammonia fumes.

암모니아 가스를 들이마시는 것은 험하다. 

inquisitive [형] 질문[연구]을 좋아하는, 탐구 인

[inkwízətiv] Both boys were curious, gifted at math, and 
inquisitive. 

둘 다 호기심이 많았고, 수학에 재능이 있었으며 
캐묻기를 좋아했다.

TEST ▢ improvise ▢ imprudent ▢ inflict ▢ inhale ▢ inquisitiv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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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cription [명] 명(銘), 비명(碑銘), (화폐 등의) 명각(銘刻)

 [inskrípʃən] Centuries of wind and rain had worn away 
the inscriptions on the gravestones.

수세기 동안의 비바람으로 묘지석의 비문이 닳아 없어졌다.

insomnia [명] 불면(증)

[insɑ́mniə/-sɔ́m-] 
Some believe insomnia is caused by worries 
about daily life.

어떤 이들은 불면증이 일상 생활에 한 걱정에서 유발된
다고 믿는다. 

insulate [동]①<물리· 기> 연[단열, 방음]하다 ②분리[격리]하다

 [ínsəle ̀it, -sjə-] Several villages were insulated by placing 
obstacles.

여러 마을들이 장애물을 설치함으로써 고립되었다.

intangible [형] ①손으로 만질 수 없는  ② 악할 수 없는

[intæ ́ndʒəbəl]  It’s not some intangible dream.

그것은 어떤 막연한 꿈이 아니다 

integrate [동] <부분·요소를> 통합하다,

[íntəgre ̀it] He’s a computer scientist working on how to 
integrate technology into our daily lives.

컴퓨터 공학자인 그는 첨단 기술을 일상 생활에 
목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TEST ▢ inscription ▢ insomnia ▢ insulate ▢ intangible ▢ integrat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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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stine [명] [보통 pl.] 창자, 장  [형] 내부의, 체내의

[intéstin]
The food we eat passes through the stomach 
and intestines.

우리가 먹는 음식은 와 장을 통과한다. 

intricate [형] 얽힌, 복잡한 

[íntrəkit] The plot of this story is very intricate.

이 소설의 줄거리는 복잡하다.
jeopardize [동] 태롭게 하다, 험에 빠뜨리다

 [dʒe ́pərdaiz] The scandal could jeopardize his chances of 
becoming the next president.

그 스캔들은 그가 차기 사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태롭게 
할 수도 있다.

juvenile [형] 소년[소녀]의  [명] 청소년
[dʒúːvənəl, -nàil] Establishment of measures for proper 

juvenile guidance is urgently called for.

청소년의 선도책이 시 히 요청된다.

kidnap [동] (아이를) 유괴하다(abduct), 납치하다

[kídnæ̀p] Two journalists were kidnapped by 
terrorists.

두 명의 언론인들이 테러리스트에 의해 납치되었다. 

TEST ▢ intestine ▢ intricate ▢ jeopardize ▢ juvenile ▢ kidnap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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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ent [동] 슬퍼하다, 비탄하다  [명] 비탄, 한탄

[ləme ́nt] He laments that his youth is gone.

그는 청춘이 가버린 것을 아쉬워한다.

lavish [형] 헤 , 사치스런 [동] 낭비하다

[ ] I don't make jokes on such a lavish scale.

나는 그 게 마구잡이로 농담을 하지는 않아.

legitimate [형] ①합법 인, 법의 ②이치에 맞는  [동] 합법으로 인
정하다

[lidʒítəmit]
You must use public money only for 
legitimate purposes.

공 은 합법 인 목 에만 사용해야 한다.

lethal [형] ①죽음의[에 이르는] ②치명 인(fatal)

 [líːɵ-əl] The disclosures were lethal to his reputation.

그 폭로는 그의 명성에 치명상을 입혔다.

lofty [형] ①우뚝[높이] 솟은 ②당당한, 거만한

[lɔ́ːfti / lɔf́ti] The project was criticized as having lofty 
but unrealistic goals.

이 로젝트는 목표는 원 하지만 비 실 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TEST ▢ lament ▢ lavish ▢ legitimate ▢ lethal ▢ loft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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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itude [명] (지리)경도(經度), 경선(經線) 

[lɑ́ndʒətjùːd/lɔ́n-] The nation´s capital is at longitude 21 
degrees east.

그 국가의 수도는 경도상으로 동경 21도에 치하고 있다

lure [명] ①매혹물 ②덫 [동]유혹하다

[luər]  The world’s best business minds are 
gathering to discuss how to lure customers.

세계 최고 사업가들이 고객들을 유치하는 방법에 
해 의논하기 해 모여 들고 있다. 

admonish [동] ① 나무라다, 꾸짖다 ② 경고하다

[ædmɑńiʃ,əd-/ -mɔń] The teacher admonished the child for coming late to school.

선생님은 그 아이가 지각한 것에 해 나무랐다.

aggression [명] 공격, 침략

 [əgre ́ʃən] Some types of dogs are bred for aggression. 

어떤 종류의 개들은 공격용으로 길러진다.

anesthesia [명] 마취, 마비

[æ̀nəsɵíːʒə, -ziə] I’ve never had an operation and I’ve never had 
anesthesia.

나는 한 번도 수술을 받은 이 없고, 마취도 받은 
이 없다.

TEST ▢ longitude ▢ lure ▢ admonish ▢ aggression ▢ anesthesia
note

392 CD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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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ificent [형] 장려한, 훌륭한

〔 〕  The tourists admired the magnificent spectacle.

 The castle's central feature is its magnificent    
 tower

magnify [동] 확 하다, 과장하다

 〔 〕  This microscope magnifies an object 200 times.

 She magnified her success to her friends.

malicious [형] 악의있는, 고의의

〔 〕
 She spread malicious rumors about her 
ex-boyfriend.

maneuver [명]책략, 작 행동, [동]연습시키다

〔 ]
Every year the army and navy hold maneuvers 
for practice.

 He maneuvers a glider

manifest [형]명백한 [동]명백하게 하다

〔 〕
 The error was made manifest thanks to the 
accountant's recalculation.

  The evidence manifests the guilt. 

TEST ▢ magnifi-cent ▢  magnify ▢ malicious ▢ maneuver ▢ manifes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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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al [형]손의, 손으로 하는  [명] 소책자, 안내서

〔 〕   He hasn´t done any manual labor.

  I lost the manual of the new radio.

massacre [명] 량학살, 완패  [동]학살하다

 〔 〕
 At the church, I learned about the Massacre of 
the Innocents.

All the villagers were massacred in cold blood.

mediate [동] 조정하다, 재하다

〔 〕  He mediated between two persons

 I  have to mediate a dispute

meditate [동]명상하다, 숙고하다

〔 〕
They decided to meditate on the matter for an 
additional week or so.

She was meditating on a journey to Japan.

menace [명] 박,   [동] 박하다.

〔 〕  Handguns are a menace to peace.

 She menaced her employees with the threat of 
immediate dismissal.

TEST ▢ manual ▢ massacre ▢ mediate ▢ meditate ▢  menac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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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iculous [형] 꼼꼼한, 세심한, 신 한

〔 〕   a meticulous craftsman

  She is meticulous about her work.

meteorology [명]기상학

 〔 ]  synoptic[theoretical] meteorology 총 이론 기상학

mince [동] 잘게 썰다.

 〔 〕
 All vegetables used in this recipe are to be 
minced very fine.

 He told me not to mince matters.

 mishap [명]재난, 사고

 〔 ]  We escaped the mishap

  Poor communications were to blame for the 
mishap.

mitigate [동]완화하다, 그러뜨리다

 〔 〕  This pill helps to mitigate pain.

  Because of the mitigating circumstances, her 
punishment will not be severe.

TEST ▢ meti-culous ▢ meteorology ▢ mince ▢  mishap ▢  mitigat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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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ous [형] 요한, 한

〔 〕  a momentous decision

 a momentous change

morale [명]사기, 의욕, 도덕

 〔 │ ]  The morale of the whole army is very high

 A raise in salary may improve employee morale.

mortgage [명] 당, [동] 당 잡히다

〔 〕 They held the mortgage on a person’s house

The house is mortgaged for 8,000,000 won.

muggy [형]무더운, 는 듯한

〔 〕 It's better to be indoors in muggy weather

 

mummy [명]미라, 바짝 마른 것

〔 〕
This belief made the Egyptians preserve the dead 
body as a mummy.

TEST ▢ momentous ▢ morale ▢  mortgage ▢ muggy ▢  mumm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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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icipal [형] 도시의, 시의

〔 〕  The hospital is maintained at municipal expense.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the Municipal 
Center from here? 

nasty [형]더러운, 불쾌한

〔 │ 〕  Due to nasty weather, we couldn´t leave.

  Don´t be so nasty to your brother.

notify [동]알리다, 통지하다, 발표하다

 〔 〕  The police were notified about the case.

  Please notify all distributors of the upcoming 
price hike.

notorious [형] 악명 높은

 〔 ]   She is a notorious liar.

  He is notorious for his theft.

novice [명] 풋내기, 무경험자

 〔 │ 〕
  I don´t think you should have a novice use a 
machine.

Novice chefs should try to follow the recipe as 
much as possible.

TEST ▢ municipal ▢ nasty ▢ notify ▢ notorious ▢  novic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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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ture [명]양육 [동]양육하다, 기르다

〔 〕
We are directed, nurtured, and sustained by 
others.

 The Smiths nurture their children in a loving 
environment.

oar [명]노 [동]노를 젓다.

 〔 〕  He lost his oars while he was asleep.

He pulled the oars hard.

oath [명] 맹세, 서약

〔 〕 
The knights swore an oath of loyalty to their 
king.

They promised an oath on their Bible.

oblivious [형] 잘 잊어버리는, 안 에 없는

〔 〕  He was oblivious of his promise.

obscene [형]외설의, 음란한

〔 〕 There is a flood of obscene magazines 

 Stanley was arrested for making obscene phone 
calls.

TEST ▢ nurture ▢  oar ▢ oath ▢  oblivious ▢  obscen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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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cure [형] 분명치 않은, 흐린, 어둠에 가린 [동] 흐릿하게 하다

〔 〕
 My friend mumbled some obscure reason for 
being late.

  The sun is obscured by a cloud.

orchid [명]난

 〔 〕  a wild orchid

 An orchid bears beautiful flowers.

orthodox [형]정통의, 통 의, 보수의

 〔 ]  orthodox political economics

  Eastern Orthodox Christians will celebrate 
Easter Sunday, April 23.

overt [형]명백한, 공공연한

 [ , 〕  So far, there haven´t been any overt changes.

 Our government has given overt aid to health 
workers in war zones.

panting [형]헐떡거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 〕  She panted out her message.

  He is panting from playing tennis.

TEST ▢ obscure ▢ orchid ▢ orthodox ▢  overt ▢  panting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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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insula [명]반도

〔 ]  the tragic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Peninsula is a blessed land.

perch [명]횃 , [동]자리에 앉히다

 〔 〕  A little bird perched on a twig.

 The man perched on the edge of the pool before 
diving in.

perpetual [형] 속하는, 끊임없는

〔 〕
 There is perpetual friction between the two 
factions.

 perpetual punishment

persecute [동]박해하다, 괴롭히다

〔 〕  The boy persecuted me with questions.

 Religious groups are often persecuted for their 
beliefs.

perspire [동]땀을 흘리다, 발산증발 시키다.

〔 〕  My palms are already perspiring.

TEST ▢ peninsula ▢  perch ▢  perpetual ▢  persecute ▢  perspir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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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tinent [형] 한, 련있는

〔 〕  a pertinent criticism

  What he proposes is most pertinent to the 
matter in hand.

pious [형]경건한, 독실한

 〔 〕  a pious Christian

 She is a pious follower of the faith, never 
missing her prayers.

poke [동] 르다, 구멍내다

 〔 〕  The balloon popped when he poked it with a pin.

 His wife poked him with her elbow to wake him 
up.

pollen [명] 꽃가루, 화분

 〔 │ 〕   I´m allergic to pollen

  Pollen is a kind of sticky powder or syrup.

portray [동]그리다, 묘사하다

 〔 〕
 He has often been portrayed as a cold, 
calculating character.

 The book portrayed their actions in a good light.

TEST ▢ pertinent ▢ pious ▢  poke ▢  pollen ▢  portra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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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ltry [명] 가  《닭·칠면조·집오리·거  등》

〔 〕 The farmer raises poultry for meat and eggs.

precarious [형]불확실한, 지 짐작의

 〔 〕  a precarious assumption

 I lead a precarious life.

precipitation [명]투하, 낙하, 조 함, 강수량

〔 〕
The annual precipitation in this area amounts to 
2,000 millimeters.

predator [명] 약탈자, 포식동물

[ ] Cats are natural predators of birds.

Predators like lions also compete for prey.

prevalent [형]일반 으로 행해지는, 유행하는

〔 〕 The plague is prevalent

Winds are prevalent in this district.

TEST ▢ poultry ▢ precarious ▢ precipitation ▢ predator ▢  prevalent

note

402 CD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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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rastinate [동] 미루다, 연기하다

〔 ]  They're procrastinating.

 Her professor scolded her for procrastinating.

quench [동]불을 끄다, 소멸시키다.

 〔 〕  The thirst-quenching drink that tastes great.

  He quenched his thirst for knowledge in 
university.

queue [명]땋은 머리,   [동] 을 서다

 〔 〕
  Behind him was a long queue of angry 
motorists.

 A large number of people queued up before the 
theater.

radiation [명]방사, 방사물

 〔 〕   It absorbs radiation emitted by the sun.

  Pay attention to the maximum permissible exposure 
to radiation before completing the experiment.

radical [형]근본 인, 진 인

 〔 〕  We need radical change.

  The radicals barricaded the road with desks and 
chairs.

TEST ▢ procrastinate ▢ quench ▢ queue ▢  radiation ▢  radical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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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ly [동] 불러 모으다  [명]모임

〔 〕  We should send a delegation to the rally.

  He rallied the troops before the main battle.

random [형]임의의, 닥치는 로의

 〔 〕  He made a random collection of old stamps.

 That´s my random guess.

rational [형]이성 인, 합리 인

〔 〕 The patient seems perfectly rational.

He had a rational reason for his actions.

realm [명]왕국, 범 , 역

 [r lm]  Mythical gods usually lived in spiritual realms.

 The realm of England is ruled by a queen.

recession [명]후퇴, 퇴각

〔 〕  a continuous recession

The recession may still deepen further.

TEST ▢ rally ▢ random ▢  rational ▢ realm ▢  recession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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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rocal [형] 상호간의

〔 〕  The countries have a reciprocal trade agreement.

 reciprocal help

reckless [형]무모한, 개의치 않는

 〔 〕   I am afraid it is rather reckless of you.

  Mr. Brown is a reckless driver.

reckon [동]수를 세다, 계산하다

 〔 〕  I reckoned there were 100 of them.

  They will be a force to reckon with.

reconcile [동] 화해시키다, 일치 조화시키다

 〔 〕  He is reconciled to living in London.

  Let us become reconciled and friends again.

rectangular [형]직사각형의, 직각의

〔 〕   I like the rectangular one best. 

TEST ▢ reciprocal ▢  reckless ▢  reckon ▢  reconcile ▢ rectangular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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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e [동]①작아지다②약해지다③감퇴하다[명]감퇴

 [wéin] The moon in the sky is on the wane.

The Executive Director monitored the renewal rate 
closely as membership retention waned.

warrant [명]①정당한 이유 ②보증 ③ 장 [동]①정당화하다 ②보증하다

[wɔ́ːrənt] The police considered Sands a strong suspect, but never issued 
a warrant for his arrest in connection with the murder

 Diligence is a sure warrant of success.

weird [형] ①기묘한 ②이상한 ③불가사의한

[wíərd] I just didn't want to get involved with someone 
with such an extensive record of weird behavior.

She also has her own website of her likes and dislikes, 
and a weird sense of fashion.

wrath [명] ①분노 ②화

[rǽθ] I hope that you never, ever get mad at me because I can 
see that your wrath is awesome.

Sins and attitudes are listed as reasons for the coming 
wrath of God.

TEST ▢ ▢ ▢ ▢ ▢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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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tangular [형] 직사각형의

[rektǽŋɡjulər] Do you know which country is the only one not to have 
a rectangular flag?

You can also make your album from a long rectangular piece 
of paper and simply fold the paper to get the same size.

refrain [동] ①그만두다 ②삼가다

 [rifréin] Earlier, the government had stressed that it would 
refrain from raising taxation rates until at least 2010.

Please refrain from using the telephone for private 
purposes. 

rejoice [동] 기뻐하다

[ridƷɔís] We rejoice in compassion and fear destruction in equal 
measure.

The whole nation were rejoiced upon hearing the news.

remit [동] ①보내다 ②용서하다 [명] ①송부 ②사면

[rimít] Also the staffers of the show production will be remitted 
to the personnel committee.

Please remit all payments to the bank. 

reproach [동] ①비난하다 ②질책하다 [명] ①비난 ②질책

[ripróutʃ] She´s beyond reproach: beautiful, intelligent and with an 
attractive figure to boot. 

The teacher's reproach caused the students to improve 
their behavior. 

TEST ▢ rectangular ▢ refrain ▢ rejoice ▢ remit ▢ reproach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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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e [형] ①굳게 결심한 ②단호한

[rézəlùːt] The character turns out to be a rather resolute motherly 
figure. 

We'll see whether or not that is the resolute position of 
their government.

retort [동] ①반박[항변]하다 ②말 꾸하다 [명]말 답

 [ritɔ́ːrt]
He retorted to the accusation saying he was not to 
blame.

I notice you didn't take the opportunity to make a retort.

rhetoric [명] ①수사법 ②수사학 ③설득력

[rétərik] We are used to this kind of North Korean rhetoric, 
Powell told reporters before his meeting with Ban.

It may be great political theater and political rhetoric, 
but it's not the truth.

salute [동] ①경례하다 ②인사하다 [명]①경례 ②인사

[səlúːt] I salute you for your magnificent achievement

Hence, when people see the boy's boxers waving like a 
flag, other kids would salute them as part of the prank.

sanction [명] ①인가 ②제재 ③처벌 [동]인가하다

[sǽŋkʃən] We have the sanction of the law to hunt in this place.

The government has sanctioned the establishment of 
two new universities.

TEST ▢ resolute ▢ refort ▢ rhetoric ▢ salute ▢ sanction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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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itary [형] ① 생의 ② 생 인

[sǽnətèri] However, these houses did not offer good sanitary 
conditions and burned easily in the case of a fire.

Another problem tied to neglect is poor sanitary 
conditions for the animals.

sarcastic [형] ①빈정 는 ②풍자 인

[sɑːrkǽstik] They made several sarcastic remarks about the food.

Whatever negative comments the sarcastic person 
makes, reverse it with a positive remark.

saturate [동] ①흠뻑 시다 ②흠뻑 스며들게 하다.

[sǽtʃərèit] It is easy to saturate oneself with sunshine in the 
summer.

The sponge was saturated with water.

scorch [동] ①태우다 ②그슬리다.

[skɔ́ːrtʃ] It can scorch plants and cause excess growth at the 
expense of health and production.

The leaves will scorch if you water them in the sun.

segregation [명] ①분리 ②격리 ③차별

[sèɡriɡéiʃən]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that we should abolish 
segregation. 

I'm wondering if your example also tends to lead to 
religious segregation.

TEST ▢ sanitary ▢ sarcastic ▢ saturate ▢ scorch ▢ se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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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bby [형] ① 라한 ②낡아빠진

[ʃǽbi] By the time they were out of style I didn't care because 
they looked so shabby.

His dress was shabby although he attempted to keep his 
clothes clean and mended.

sinister [형] ①불길한 ②사악한

 [sínəstər] Unfortunately some of the circus people have more 
sinister plans than just clowning around.

Are we the only ones who think that he is up to 
something quite sinister? 

skull [명] ①두개골 ②해골 [동] 머리를 때리다.

[skʌ́l] Peoples don't understand how unhealthy fast food is, so there should 
be warning labels and a skull and crossbones on every cheeseburger.

After all, the skull bone is connected to the toe bone but 
they are quite far apart.

slaughter [명] ①도살 ②학살 [동] ①도살하다 ②학살하다.

[slɔ́ːtər] To legalize the dog meat trade, the law on livestock 
slaughtering should be revised to include dogs.

In the war in Darfur, tens of thousands were
slaughtered and 1.6 million were displaced.

smuggle [동] ① 수입( 수출)하다 ② 항하다.

[smʌ́ɡl] He befriends some criminals so that they may smuggle 
him out of the city.

There is a maximum penalty of five years in prison for 
anyone convicted of assisting in the smuggling of humans.

TEST ▢ shabby ▢ sinister ▢ skull ▢ slaughter ▢ sm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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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rl [동] 으르 거리다, [명] ①얽힘 ②혼란

[snɑ́ːrl] In addition to humans, other mammals including monkeys and 
dogs snarl, often to warn others of their potential bite.

His shoulders seemed to hunch and a slight snarl played 
briefly over his features.

sober [형] ①술 취하지 않은, ②냉정한 [동] 냉정하게 하다

 [sóubər] The funeral was a very sober occasion.

The realization that a catastrophe could occur at any 
time sobered them up.

solicit [동] ①간청하다, ②권유하다.

[səlísit] No person shall solicit or request others for contributions 
in connection with elections.

Now is their chance to test some recipes and solicit 
others from each of the invited.

speculate [동] ①사색하다, ②투기하다

[spékjulèit] Analysts speculate this is because of the widening gap 
with rival company NHN, the market leader.

I don`t want to speculate on what we will do when we 
exhaust this option.

splash [동] ①(물,흙등이) 튀기다, ②튀다

[splǽʃ] The news of his death was splashed in headlines across 
all the newspapers.

The baby splashed her bath water over everything.

TEST ▢ snarl ▢ sober ▢ solicit ▢ speculate ▢ 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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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taneous [형] ①자발 인 ②자연 인

[spɑntéiniəs] Rather he believed that simple forms of life were created 
continuously by spontaneous regeneration.

Spontaneous recovery helps explain why it is so hard to 
overcome drug addictions.

sprout [명](식물의) ,싹 [동]①싹트다 ②(싹이)나게하다

[spráut] The plan is seen as an effort to differentiate the airline 
from low-cost airlines sprouting up in Asia.

However, if temperatures are lower, it may take 21 to 30 
days for your plants to sprout.

stagnant [형] ①흐르지 않는 ②발달(진보, 성장)이 없는

[stǽɡnənt] This is pretty much all we can do when sales are 
stagnant and the future looks dim, said Yoo.

The stagnant economy has been taking a toll on the 
department stores.

stale [형] ①싱싱하지 못한 ②시시한

[stéil] No one wanted to drink the stale coffee.

If you do the same job for a long time with no vacation, 
you may become stale.

stereotype [명]①(인쇄)연  ②고정 념

[stériətàip] The character has characteristics of the stereotype of 
homosexuals common in the 1950s and early 1960s.

This particular stereotype is perhaps the one most 
frequently used in caricature.

TEST ▢ spontaneous ▢ sprout ▢ stagnant ▢ stale ▢ stere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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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fe [명] ①투쟁 ②다툼

[stráif] As the strife continued, the King went to the gods and asked 
them for something to help keep the peace among the people.

Even during times of relative peace, nations struggle with 
internal strife and crime.

substantial [형] ①상당한 ②실체의, ③실속있는

 [səbstǽnʃəl] They also point out it would place a substantial burden 
on the already tight national budget.

The company made a substantial concession to the labor 
union to avoid the strike.

tariff [명] ① 세 ②요 표

[tǽrif] If we extend the oil tariff reduction for six months, it would 
have the same effect of offering 150 billion won to companies.

Under the pact, Korea will eliminate tariffs on fruit and other 
agriculture produce from that country over the next 10 years.

tentative [형] ①시험 인 ②임시의 [명] ①시험 ②시도

[téntətiv] I am drawing a tentative conclusion from my 
observations of other people's behavior. 

Chinese exports have already shown tentative signs of 
slowing since Beijing trimmed export tax refunds. 

testament [명] ①유서 ②유언 ③증언

The soapstone sculptures of old testament prophets around the 
terrace are considered amongst his finest work.

It was a fitting testament to his recovery and persuaded 
him that a race return was something to pursue.

TEST ▢ strife ▢ substantial ▢ tariff ▢ tentative ▢ t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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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ive [동] ①번 하다 ②무성해지다

[θráiv] Its stories of success are testimony to the fertile environment 
Korea provides for businesses to thrive, he said. 

The illicit business of surrogate motherhood is thriving 
on the internet.

throb [동] ①고동치다 ②흥분하다 ③감동하다

 [θrɑ́b] After I hit my toe on the chair, it throbbed for hours.

Many popstars have become teenage heart throbs.

throne [명] ①왕좌 ②왕

[θróun] On his accession to the throne he inherited vast estates.

The Great White Throne Judgment is the final judgment 
when all the wicked dead will stand before God.

throng [명] ①군  ②다수 [동] 떼를 지어 모이다

[θrɔ́ːŋ, θrɑŋ́] When they were let off near Red Square, they found 
themselves among a huge throng of people.

Finally, in the presence of a great throng they were 
burned to death.

thrust [동] ① 다 ②떠 다 [명] ① 침 ② 름

[θrʌśt] A third party should not thrust his nose into these 
matters.

She went out of the house thrusting aside her children 
as they clung to her skirts.

TEST ▢ thrive ▢ throb ▢ throne ▢ throng ▢ th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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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t [명] ①경사 ②기울기 [동] ①기울이다 ②기울다

[tílt] That picture looks like it´s tilted slightly to the right.

It is much better now but I'm still not happy and will 
order a new tilt lock screw.

torment [명]①고뇌②고통 [명]①괴롭히다 ② 곤란하게하다

 [tɔ́ːrment] My two kids went through torment, but they are now grown 
and married and have caps -- million-dollar mouths.

But my love for you isn't going to make your torment 
any easier, you know. 

toxic [형]①유독한②치명 인③ 독의 [명]유독화학약품

[tɑ́ksik] A chemical factor from the outside or inside of your 
body can result in a toxic headache.

The toxic mixture is said to have burned the trees and 
the grass around the trees. 

tranquil [형] 조용한

[trǽŋkwil] It was truly a tranquil paradise that so marvelously masked 
the grime and smoke of the industrial complex surrounding it.

Her marriage endured to the end of her life, but was not 
entirely tranquil.

transition [명] ①변천 ②과도기

[trænzíʃən] The school district recently completed a transition from 
Junior High Schools to Middle Schools. 

This is a bit of a pain at present but we are in a 
transition between old and new systems.

TEST ▢ tilt ▢ torment ▢ toxic ▢ tranquil ▢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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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d [동] ①걷다 ②밟다

[tréd] Fools rush in where angels fear to tread. 

Friction between the tire and the road surface causes the 
rubber tread to wear away over time.

treaty [명] ①조약 ② 정

 [tríːti]
But the peace treaty that ended decades of war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has yet to deliver the kind of progress 
many expected.

Although the mentioned treaty was signed, it did not 
served as a regular allied convention.

tyrant [명] 폭군

[táiərənt] Although the members of the palace look at her with love and 
admiration, she is in actuality a cruel, despotic tyrant.    

The queen's image after the persecutions turned into that 
of an almost legendary tyrant called Bloody Mary.

ulcer [명] ①궤양  ②폐해

[ʌĺsər] At the age of five, the rust from the nail caused an ulcer in 
his stomach which required him to be hospitalized.

High concentrate diets, especially sweetfeed, has been 
linked to gastric ulcer disease in horses. 

velocity [명] ①속력 ②속도

[vəlɑ́səti] Two cars are travelling along a road, both moving at a 
constant velocity.

The danger kept approaching at high-velocity.

TEST ▢ tread ▢ treaty ▢ tyrant ▢ ulcer ▢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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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ilate [동] ①공기를 통하다, ②환기하다

[véntəlèit] If you suspect that sewer gas is leaking into your building first 
ventilate it and then fill all your traps with water.

The south entrance to the hall consists of two long doors 
to ventilate the room well.

verge [명] ①테두리 ②가장자리 ③변두리

 [və́ːrdƷ] She felt so sad that she was on the verge of bursting 
into tears.

I had no idea I was on the verge of succeeding beyond 
my wildest dreams.

verify [동] ①증명하다 ②확인하다

[vérəfài] The statement`s authenticity has yet to be verified both 
by Kuwaiti and South Korean officials.

He also said he couldn't verify whether the suspect was a 
current employee or someone who had recently been fired.

versatile [형] ①다재다능한 ②용도가 다양한

[və́ːrsətail̀] He is a versatile player who can play at either center or 
guard.

Stamps are extremely versatile and can be used to 
create beautiful layouts and projects.

vexed [형] ①곤란한, 속타는, ②짜증나는

[vékst] 
Family matters were only part of what vexed Berry 
as a girl.

 Her efforts made the expedition's fate one of the most 
vexed questions of the decade.

TEST ▢ ventilate ▢ verge ▢ verify ▢ versatile ▢ ve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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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ble [형]①생존가능한, ②실행가능한, ③실용 인

 [váiəbl] So, they've wasted a lot of money that could have gone 
toward a more viable concept from the beginning.

The most viable defense you've mentioned so far is 
insisting it can't happen to you. 

vice versa [형] ①거꾸로 ②반 로

[váisə-və́ːrsə] Each boy had only one girl partner and vice versa; they 
never changed partners.

In the event of a fire, the doors will block the fire from 
spreading from the train to the platform and vice versa. 

volatile [형] ①휘발성의, ②변덕스러운, ③민첩한

[vɑ́lətl] Stocks remained volatile into the afternoon, recovering 
much of their losses, then declining anew.

The volatile situation prompted talks about the possibility of 
anticipating the assumption of the president elect.

vulnerable [형]①상처 입기 쉬운, ②공격 받기 쉬운

[vʌĺnərəbl] Given such changing conditions, older people especially 
will be vulnerable to colds.

She has also participated in other groups which provide 
services to poor and vulnerable children.

wag [동] ①흔들다, ②흔들리다

[wǽɡ] The happy dog wagged his tail.

The new gossip set many tongues wagging.

TEST ▢ viable ▢ vice versa ▢ volatile ▢ vulnerable ▢ w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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