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편

2 EBS 수능특강영어영역 형

문맥속어휘추론

11
□go before 이전에존재[̀발생]하다

□grounding 기초지식, 기초교육

□tune in 이해하다, 주파수를맞추다

□turf (전문) 영역

□venture 위험을무릅쓰고가다

□establish 확고히하다

□remind~̀òf .̀.. ~에게…을상기시키다

22
□spread 전파; 퍼뜨리다

□migration 이주

□ecology 생태계

□game 사냥감

□scarce 부족한, 드문

□elusive 찾기힘든

□dwindling 줄어드는

□intense 치열한

□herding 유목

□cultivation 재배, 경작

□row crop 줄뿌림작물

□diminish 줄어들다

□increasingly 점점더

□restricted 한정된

□supplement 보충하다

□gradually 서서히, 차차

□emerge 부상하다

33
□in accord with ~와일치하여[조화하여]

□inclination 기호, 성향

□assault 습격하다, 공격하다

□variety 다양함

□intensity 강도, 강렬함

□intensify 강렬해지다

□dietary 음식의, 식사의

44
□skeptical 믿지않는, 회의적인

□drowsy 졸음이오는

□energetic 원기왕성한, 활동적인

□may as well ~하는것이좋다, ~해도나쁘지

않다

□occasionally 이따금

□reluctant 마지못해하는, 꺼리는

□gap 결함, 빠진곳

□committed to ~에전념하는, 헌신적인

□refuse to ~하기를거부하다

55
□average 평균~가되다

□geography 지형, 지리

□location 위치, 지역

□by definition 정의상

□be located at[in] ~에위치하다

□sea level 해수면(̀cf. above the sea level

해발)  

□formation 형성, 형성물

□elevation 고도, 해발, 높은곳

□altitude 고도

□insulator 단열재

□release 배출하다, 방출하다

□efficiently 효율적으로

66
□diversity 다양성

□conserve 보존하다

□primary 주요한

□emphasis 강조(점) 

□cooperation 협력

□preserve 보존하다

□livelihood 생계

□rural 시골의

□breed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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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e 농업

□essential 필수적인

□adaptability 적응력

□intact 손상되지않은, 온전한

□ecosystem 생태계

□ensure 보장하다, 확고히하다

□provision 공급, 지급

□nutrient 영양분, 영양소

□oxygen 산소

□thereby 그로인해

□inhabitant 주민, 거주자

□supplementary 보충의, 추가적인

□harvest 수확, 추수

77
□watchword 모토, 슬로건

□liberalism 자유주의

□undoubtedly 틀림없이

□accelerate 가속하다, 촉진시키다

□transition 변화, 이행

□handicraft 손작업, 수공업

□artificial 인위적인

□astute 기민한, 빈틈없는, 교활한

□merit 장점

□contemplative 관조적인, 명상에잠기는

□acquire 손에넣다, 획득하다

□possess 소유하다

88
□appreciate (진가를) 알다, (호의를) 고맙게 생

각하다

□company 교제, 동석

□tolerate 참다, 견디다

□vary 가지각색이다, 다르다

□desirable 바람직한

□hearth 난로, 화덕

□hand 건네주다

□symptom 증상, 증세

문맥속문법성판단

11
□equipment 장비

□lawnmower 잔디깎는기계

□proper 적절한

□get rid of ~을처리하다[̀없애다]

□local (자신이살고있는) 지역의

□environmental agency
환경관서

□set up 마련하다, 설립하다

□trade in (쓰던물건을주고) 보상판매형태

로신품을구입하다

□contact 연락하다

□solid waste 고형폐기물

22
□evaluation 평가

□bias 편견을품게하다

□plate 타석

□outcome 결과

□stick 들러붙다, (기억등이) 사라지지않다

33
□residential 주거의

□location 장소, 위치

□hierarchy 계급제도, 서열

□conceal 숨기다

□basement 지하실

□base 기지, 근거지

□hug (길이하천등을) 따라나있다

□edge 가장자리, 변두리

□prestige 위신, 명망

□elevation 높이, 고도

□own 소유하다

□real estate 부동산

□privileged 특권이있는

□command 내려다보다, 내려다보는위치를차

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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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rise 고층의

□cling 들러붙다

□steep 가파른

□slope 경사면, 비탈

44
□mobility 이동, 기동

□integral 필수불가결한, 빠뜨릴수없는

□component 구성요소

□sociology 사회학

□human geography 인문지리

□distinct 별개의, 다른

□landscape 자연경관, 풍경

□promotion 홍보, 광고

□separate 분리하다

□embed 넣다, 담다

55
□as a last resort 최후의수단으로서

□lead (문제해결의) 계기, 실마리

□recognition 인식, 인지

□unconscious 무의식의, 깨닫지못하는

□conflict 갈등, 충돌

66
□bring to bear 집중하다

□assumption 가정, 가설

□conceive 마음에품다

□aquarium 수족관, 수조

□useless 소용없는, 무익한

□suffer from ~을앓다, ~으로고통당하다

77
□randomly 무작위로

□assign 배정하다

□bystander 방관자, 구경꾼

□representative 대표하는

□altruistic 이타적인

□personality 인품, 성격

88
□statue 조각상

□sculptor 조각가

□pupil 제자

□shield 방패

□polish 닦다

□lance 창

주제추론

11
□call attention to ~에주의를환기시키다

□innocent 무지한, 무죄의

□necessarily 필연적으로, 반드시

□degrade 격하시키다, (∼의가치나품성을)

떨어뜨리다

□institution (공공) 기관, 단체

□persistence 지속(성), 영속

□reasonable 합리적인

□crucial 결정적인, (시기·문제등이) 어려운

□unbelievable variety of ways
믿을수없이다양한방법

□indigenous 토착의, 원산의

22
□acknowledge 인정하다

□co-author 공동집필자

□a case in point 좋은사례, 딱들어맞는사례

□title page 속표지

□copyright 저작권

□suggestion 암시

□technological 기술적인진보에의한, (과학) 기술의

□networking 정보망

□referred to as ~라고불리는

□ghostwriting 차작(借作), 대필

□ethical 윤리적인, 윤리학의

□credit 공적을인정하기, 칭찬

□authorship 원저자임, 원작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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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내용

□suggest 암시하다, 제시하다

□false 잘못된, 거짓된

□memoirist 회고록집필자

□coherent 일관성있는

33
□explosion 급증, 폭발적인증가, 폭발

□efficient 효율적인

□admit 입장시키다

□activate 가동시키다, 활성화시키다

□dairy 낙농업; 유제품의, 우유계통인

□fancy ~하고싶은마음이들다, 좋아하다

44
□function (제대로) 기능하다

□trustworthy 신뢰할만한, 믿을수있는

□install 설치하다

□by definition 자명하듯이, 정의상

□have no choice but to
~할 수밖에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not be the wiser 전혀눈치채지못하다

□privacy 사생활

□background 전력(前歷), 배경

□parking ticket 주차위반딱지

□baggage screener 수하물검사원

□customs inspector 세관검사관

□cry 긴급한요청

55
□executrix 여성유언집행자

□female 여성의; 여자

□slippery slope (위험한) 비탈길

□diagrammatically 도해를이용하여, 도해로

□let’s say 예를들어

□base angle 밑각

□apex 꼭대기

□encompass 포괄하다, 둘러싸다

□back and forth 왔다갔다, 앞뒤로

□absorb 병합하다, 흡수하다

□bond 붙어버리다; 결속

□multilingual 다중언어의

□discrimination 차별, 구별

□gender-marked 성이표시된

66
□resistant to ~에반대하는, 저항하는

□ritual 규칙적으로행하는일, 의례적인일

□detract from (~의가치를) 손상시키다

□when it comes to ~에관한한

□get to ~을다루다

□account for 설명하다

□integrate 통합시키다

□paradoxically 역설적이게도

77
□fairly 상당히, 꽤

□unaccountable 설명할수없는

□groom ~의몸단장을하다

□blind spot 모르는부분, 맹점

□approximate ~에가깝다, 근사치를내다

□coincide 일치하다, 아주비슷하다

□up to date (정보가) 최근의, 최신유행의

□hold on to 계속보유하다, 고수하다

□outdated 구식인, 이전의

□sag 축처지다, 약화되다

88
□sheer 단순한, 순전한

□ideological 이념적인

□collective 집단의

□consciousness 의식

□optimum 최적의, 최고의

□persuasive 설득의, 설득력있는

□constant 끊임없는

□saturate 흠뻑적시다, 가득채우다

□retain 유지하다, 보유하다, (계속) 기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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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화학약품

□fire resistance 내화성(耐火性)

□pest resistance 내충성(耐蟲性)

44
□miss a beat 순간주저하다

□agenda 의제, 목록

□crisis 위기

□strike 파업

□workweek 주당근무시간

□simultaneous 동시다발적인

□persist 지속하다, 존속하다

□hard-fought 격렬한

□struggle 싸움

55
□flop 실패작

□slogan 선전문구

□profitability 수익성

66
□spouse 배우자

□contribution 기여, 원인제공

□tidy 깔끔한, 잘정돈된

□initiate 시작하다, 착수하다

□social engagement 사회활동, 사회적참여

□self-estimated 스스로추정한

□self-assessed 스스로평가한

□explanation 설명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desirable 바람직한

□observation 관찰

□collaborative 공동의

77
□patent 특허권

□explosion 폭발

□advanced (발달단계상) 앞서있는, 선진의

요지추론

11
□uneven 균등하지않은, 고르지않은

□distribution 분포, 분배

□life expectancy 기대수명, 평균예상수명

□diarrhea 설사

□water-borne disease
수인성질병

□deficiency 결핍, 부족

□affliction 병, 고통

□the Global South 제3̀̀세계의저개발국혹은개발도

상국

□per capita 1인당

□urban 도시의(↔ rural 시골의)

22
□multitude 다수, 대량

□contemporary 현대의, 동시대의

□deposit 맡기다, 저장하다

□unavoidable 피할수없는

□tendency 경향

□sensible 분별있는, 현명한

□proportion 정도, 부분, 비율

□diminish 줄이다

□typical 전형적인

□salesclerk 상점의점원

□addition 덧셈

□capacity 능력, 수용량

33
□alternative 대안적인

□endangered 멸종될위기에이른

□teak 티크, 가구재료로쓰이는목재

□deforestation 삼림벌채

□tropical rainforest 열대우림

□indigenous 토착의

□transport 실어나르다

□halfway 중도에,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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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 시행하다, 실행하다

□expire 만료되다, 만기가되다

□in the meantime 그사이에, 그동안에

□innovation 혁신(적인것)

□microwave oven 전자레인지

□moral 교훈; 도덕적인

□commercially 상업적으로

88
□inherent 내재하는, 타고난

□attempt (특히힘든일에대한) 시도

□rational 이성[합리]적인

□justification 타당한[정당한]이유

□basis 근거, 이유, 기초

□autonomy 자율성, 자주성

□intellect 지적능력, 지력

□be willing to 기꺼이 ~하다

□judgment 판단, 심판, 재판

□deficient (필수적인것이) 부족한[결핍된]

□mentally handicapped
지적[지능발달]장애가있는

□sustain 뒷받침하다, 지속시키다

99
□separate 갈라진, 분리된

□complaint 불평, 불만

□junk 쓰레기, 잡동사니

□harmful 해로운

□consequence 결과

□exactly 정확히

□uncool 시시한, 세련되지않은

□criticize 비판하다

1100
□take apart 분해하다

□from time to time 가끔, 이따금

□rhyme 각운, 운(음조가비슷한글자)

□device 장치

□word picture 그림을보는듯한생생한서술

□feature-spotting 특징찾아내기

□metaphor 은유

□analysis 분석

□savor 음미하다, 감상하다

1111
□pension 연금, 생활보조금, 수당

□an array of 일련의, 다수의

□measures (특정목적을달성하기위한) 조치

[정책]

□endeavour 노력[시도]

□promote 촉진[고취]하다

□practice 실행, 실천

□tackle (문제등을) 다루다

□discrimination 차별

□incentive 장려[우대]책

□retention (어떤것을잃지않는) 보유[유지]

□employability 취직능력

□comprehensive 포괄적인, 종합적인

□encompass (많은것을) 포함[망라]하다, 

아우르다

□embed 끼워넣다

□flexible 유연한, 융통성있는

1122
□extensive 범위가넓은, 외연적인

□involve 관계하다, 연루시키다

□relieve 안심시키다

□comfort 편안하게하다

□pasture 초원

□calf 송아지

□contentedly 만족하여

□graze 풀을뜯다

□bloodthirsty 잔인한

□fellow creature 같은동물, 동류(同類)(의동물)

□gratitude 감사, 고마움

□significant 상당한, 중대한

□consciousness 인식, 의식



유형편

8 EBS 수능특강영어영역 형

44
□trucking 트럭운송

□metro 대도시

□load 적하(積荷), (특히무거운) 짐

□dispatching office (속달·화물) 운송회사사무실

□entrepreneur 창업가, 사업가

□subscribe 구독하다, 돈을내고서비스를이

용하다

□productivity 생산성

55
□physiology 생리 (기능), 생리학

□antique 구식의, 골동품의; 골동품

□evolve 진화하다, 발전하다

□in response to ~에대한반응으로, ~에응하여

□double 두배가되다, 갑절이되다

□expand 확대되다, 팽창되다

□substantially 사실상, 실질적으로

□megahertz 100만헤르츠(주파수혹은컴퓨터

의속도측정단위)

□mine 보고(寶庫), 광산

66
□acquire 얻다, 획득하다

□part with ~을버리다

□dressing gown 실내복, 화장복

□scarlet 주홍색(의)

□discard 버리다, 처분하다

□sense 알아채다, 깨닫다

□worn 낡은, 닳아빠진

□unworthy of ~에 어울리지 않는, ~로서 부끄

러운

□garment 옷, 의류

□turn sour 시시해지다, 재미없게되다

□dissatisfied 불만족스러운

□well-worn 써서낡은, 낡아빠진

□furnishing (pl.) 비품, 가구

□stylish 멋진, 현대식의

□overbearing 압도적인, 오만한

제목추론

11
□bothered 귀찮아진, 성가신, 괴로운

□pressured 억압된, 압박된

□admit 인정하다, 허락하다

□justified 정당한이유가있는, 정당한

□get along 사이좋게지내다

□all along 줄곧, 내내

22
□stimulus 자극(̀pl. stimuli)

□transform 바꾸다, 변형시키다

□quote 인용(구)

□assume 가정하다, 추측하다

□segment 단편, 조각, 부분

□occupy 차지하다

□foreground 전경(前景), 최전면, 가장 눈에 띄

는위치

□exposure 노출

□previously 전에(는)

□via ~을매개로하여(̀through the

medium of)

33
□learned 학습에의해터득한, 후천적인

□evidence 증거

□suggest 암시하다, 시사하다

□reward 보상

□circuitry 회로

□glow (감정의) 고조, 흥분

□speculate 추측하다

□urge 충동

□innate 선천적인, 내재적인

□ancestor 조상, 선조

□game 사냥감

□survival 생존

□advantage 유리,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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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orm 일치하다, 따르다

□elegant 고상한, 우아한

□tone 품격, 분위기

□evoke 불러일으키다, 환기하다

□cherished 소중히간직한

□furnish 비치하다, 공급하다

77
□sensitive 민감한

□lay (알을) 낳다

□notice 알아차리다

□recover 회복하다

□not only that 그것뿐만아니라

□chemical 화학물질

□allantoin 알란토인

□ingredient 성분

□deodorant 탈취제, 방취제

88
□injury 부상

□affliction 고통, 병

□break 골절

□infection 감염

□damage 손상

□lead to 결국 (~이) 되다, ~에이르다

□disability 장애

□stove 난로

□critically 결정적으로, 매우

□appreciate 고맙게여기다, 평가하다

□sensitive 민감한

□specific 구체적인

□improvement 개선, 향상

□description 기술, 서술

□must 꼭해야하는것

22
□opposite 반대, 반대말

□compel 강요하다

□be hot on the trail of 
~을맹렬히뒤쫓다

□deliver 전하다

□absorb 흡수하다

□invaluable 매우유용한

□pause 휴지[멈춤]

□relief 구조, 구출

□charge 돌격

33
□time-consuming 시간을낭비하는

□anecdote 일화

□sweat 땀을흘리다

□ditch 도랑, 배수구

□better off 나은, 유복한

44
□petty 사소한, 하찮은

□force 강제로시키다

□for a while 한동안

□repetitive 반복적인

□chore 잡일

□visualization 시각화, 보이게함

55
□afford to ~할수있다, 여유가있다

□access 접근하다, 다가가다

□be stricken with ~에걸리다

□productivity 생산성

□portion 일부, 부분

빈칸채우기

11
□negative 반대[부정]하는

□constructive 건설적인

□verbal 언어의, 말로된

□conceive 생각을품다, 임신하다

□define 명확히하다, 규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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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yalty 충성, 충성심

□reap 거둬들이다, 수확하다

66
□narrative 설명, 이야기

□justify 정당화하다, 옳다고하다

□offender 남의감정을해치는사람, 위반자

□arbitrary 자의적인, 제멋대로의

□severity 격렬함, 가혹

□tolerance 관용, 아량

□frustration 좌절

□interpersonal 사람과사람사이의

77
□mainly 대개, 대체로

□exercise 발휘하다

□comparatively 비교적

□of little consequence 
별로중요하지않은

□afterwards 나중에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다

□feature (pl.) 용모, 특징

□manifestation 표시, 표명

□character 고아한품격, 인격, 특성

□good nature 고운마음씨, 온후한기질

□miserable 비참한, 초라한

□monotonous 지루한, 단조로운

□commonplace 평범한, 진부한

□whereas ~인데반해

□ripen 원숙하게하다

88
□onstage 무대위에, 무대위로

□refer to A as B A를 B라고부르다

□illusion 환상, 환각, 착각

□legendary 전설적인, 전설의

□countless 셀수없이많은, 무수한

□anticipate 예상하다, 기대하다

□result in 초래하다, (결과로) 가져오다

□artificial 인위적인, 인공적인

99
□requirement 필수과목, 필수요건

□general education (전문교육에대하여) 일반교육

□skim the surface (수박겉핥기식으로) 표면만훑어

보다

□ensure 확보하다, 보장하다

□feel free to 마음껏~하다

□overfulfill 초과하여달성하다

□correct 바로잡다, 정정하다

□bias 편향, 경향, 편견

□stick with ~을고수하다

1100
□determine 결정하다

□suffer 괴로워하다

□indicate 가리키다

□extra 여분의것

□regardless of ~와관계없이

□era (역사상의중요한) 시대

□beneficial 유익한

□contribute 기여하다

□efficacy 효능, 유효

1111
□classical 고전적인, 전통적인

□notion 개념, 생각

□organism 유기체

□strive 노력하다

□maintain 유지하다

□deviate (상도·규칙·원칙따위에서) 벗어

나다

□register 인식되다

□intense 강렬한

□conversely 반대로

□upset 뒤엎다

□outright 명백한

□absolute 절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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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sure 안심시키다

□similarity 유사성

□misplace 둔곳을잊다, 잘못놓다

□reminder 생각나게하는것

□perception 인식, 지각

□decline 거부하다, 거절하다

□protest 항의하다, 이의를제기하다

□bother 괴롭히다

문단요약

11
□domestic 집안의, 가정의

□rectangular 직사각형의

□intrusion 방해, 침해

□restore 되찾게하다, 회복시키다

□entertain 접대하다, 즐겁게해주다

22
□manufacture 만들다

□suppress 억누르다, 참다, (웃음·감정따

위를) 나타내지않다

□investigator 조사원

□unpopular 인기가없는

□frown 얼굴을찡그리다, 불쾌한얼굴을

하다

□grimace 얼굴을찡그리다

□contain (감정따위를) 안으로억누르다

□vent (감정등을) 터뜨리다, 발산하다

□expansive 광대한

□grin (이를드러내고) 씩웃음

□endear 애정을느끼게하다, (남에게) 사랑

받다

□competent 유능한

□disguise (감정을) 감추다, 꾸미다

33
□norm  규범, 표준

□normative  규범의, 규범적인

□engage in ~에참여하다

□inflict  (괴로움등을) 가하다

□condemn  비난하다, 규탄하다

□direct toward ~을겨냥하다, ~로향하다

□corporate  기업의

□sponsor  후원자

□overstep  (도를) 넘다

□tolerate  용인하다

□evoke  불러일으키다, 떠올려주다

□awe  경외감

44
□preserve 보존하다

□memory 기억

□hang about ~의주위를떠돌다

□concerning  ~에관한

□bygone 지나간

□perish 멸망하다, 사라지다

□stand alone 고립하다, 고립해있다

□occurrence 사건

□enduring 영속적인

□abiding 지속하는

□cheer 성찬, 음식

□nourishment 영양(물), 양육

□casual wandering 일시적인방랑

55
□in general 전반적으로, 보통, 대개

□connection 연관성, 관련

□respondent 응답자

□opposite 반대의, 상반되는

□notable 주목할만한, 눈에띄는

66
□appealing 매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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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viously 확실히

□desperately 간절히, 필사적으로

□counseling 상담

□ruin 파괴하다

□care for ~을좋아하다, ~을보살피다

□contradict 부정하다, 반박하다

□self-love 자기애

□interminable 끝없이계속되는

□reinforce 강화하다

□sociable 사회성있는

□trustworthy 신뢰할수있는

□popularity 인기

77
□short of ~가부족한

□woodland 삼림지대

□fell (나무를) 베어넘어뜨리다

□set up ~을시작하다

□sterilized 살균된

□survive 살아남다

□association 관계, 연합

□fungi (fungus의복수형) 균류, 곰팡이

□colonize 대량서식하다

□diversity 다양성

88
□attempt 시도하다, 애써해보다

□define 정의하다

□in terms of ~와관련하여, ~면에서

□separate 독립된, 분리된, 따로떨어진

□autonomous 자주적인, 자율적인

□partnership 동반자관계(임)

□tension 긴장상태

□relatively 비교적

□opposed 상반된, 반대하는

□complementary 상호보완적인

□characteristics 특징, 특질, 형질(形質)

□with respect to ~에대하여

□might well (~하는것도) 당연하다

연결어(구) 넣기

11
□dawn 일의시초

□engage in 참여하다

□accumulation 축적

□universal 보편적인, 일반적인

□cause 원인, 이유

□effect 결과, 효과

□vast 방대한, 어마어마한

□store (지식등의) 축적

22
□formerly 이전에, 예전에

□reasoning 이성이있는; 추론

□base A on B A의근거를 B에두다

□logic 논리

□conduct 행위, 태도

□weigh 따져보다, 저울질하다, 무게를재다

□perform 수행하다

□opposite 정반대의것;̀ 상반된

□conscious 의식적인, 의식의

□suggestion 암시

□authority 권위(자)

□declare 선언[단언]하다

□pure 순수한

□rare 드문

□average 평균의

□momentous 중대한

□far-reaching 지대한영향을미치는, 광범위하게

영향을미치는

□primarily 주로, 첫째로

□simultaneously 동시에, 일제히

□impartial 공평한, 편견이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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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zero-sum game 득실의합계가항상제로가되는

경우

□party 당사자

□gain 이익, 증가

□collaboration 협력, 합작

□ongoing 진행중인, 계속하고있는

□convince 납득[확신]시키다

□union 노동조합, 결합, 단결

□management 경영진, 관리

□dissatisfaction 불만족, 불평

□in the long run 결국에는, 결국

44
□oral 구두(口頭)의, 구술의

□narrative 이야기의

□feature 특징, 특색

□interpretation 해석, 설명

□comparatively 비교적

□judge 판단하다, 판결을내리다

□highlight 강조하다

□interpersonal 사람과사람사이의

□involvement 관련, 연루

□emphasize 강조하다

□temporal 시간의

□order 순서

□for the sake of ~을위하여

□accuracy 정확성

□conventionally 관습적으로

□objective 객관적인

55
□seed stock 씨앗종자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일부러

□previously 이전에

□archaeological 고고학의

□dormant 휴지기의

□set in 시작되다

□take over 넘겨받다

□moisture 수분, 습기

□predator 포식자

□seedling 묘목, 모종

□sprout 발아하다, 발육하다

66
□multiculturalism 다문화주의

□organization 조직(체), 단체, 기구

□to an extreme 극단으로, 극도로

□discriminate 차별하다

□gender 성, 성별

□and so forth ~ 등등[따위]

□translate (다른형태로) 바꾸다[옮기다], 번역

하다

□fairly 공평하게

□without regard for ~을무시하고

□fundamental 근본[본질]적인

77
□sampling 표본화, 표본추출

□toxic 독성의

□fungal 곰팡이의

□infection 전염병, 감염

□readily 손쉽게

□implicate 관련이있음을보여주다

□severe 심각한, 극심한

□decline 감소

□transmission 전염, 전파

□disinfect 소독하다

88
□execution 실행

□reliability 신뢰도

□operation 운영

□faulty 결함이있는

□component 구성요소

□viewpoint 관점

□frequently 빈번하게

□perceive 인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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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bird 쏙독새의일종

□auditory 청각의

□orientation 방향, 지향

□probe 살피다, 탐색하다

□strain 안간힘을쓰다, 혹사하다

□tactile 촉각[촉감]의, 촉각을이용한

□detect 발견하다, 감지하다

□significance 중요성, 중대성, 의의

□intriguing 아주흥미로운

□homing (새·동물이) 귀소성이있는

□pigeon 비둘기

□hatch 부화하다

□magnetic 자기장에 의한, 자석같은

44
□winter squash 겨울호박

□annual 한해살이식물

□vine 덩굴식물

□variety 품종

□breed 품종개량을하다

□compact 촘촘한

□bushy 무성한, 숱이많은

□butternut squash 버터호두호박

□acorn squash 도토리모양의호박

□cushaw 수세미호박

□spaghetti squash 스파게티호박(국수호박)

□technically 엄밀히말하면[따지면]

□support 버팀대, 지주

55
□Dorcas gazelle 도르카스가젤

□obtain 얻다, 획득하다

□moisture 수분

□concentrated 농축된

□dawn 새벽

□dusk 황혼

□withstand 견뎌내다

□migrate 이동하다

□herd 떼, 무리

세부내용파악

11
□immigrant 이민자(의)

□endure 견디다, 참다

□measles 홍역

□pneumonia 폐렴

□cartoonist 만화가

□illustrator 삽화가

□illustrate (책 등에) 삽화를그리다

□pair up with ~와짝을이루다

□ground-breaking 획기적인

□try one’s hand at ~을시도하다, 해보다

□make one’s reputation 
명성을얻다

□the following year 그다음해

22
□variation 변형, 변형물

□originate with ~에게서유래하다, 비롯되다

□originally 원래, 본래

□province (수도외의) 지방

□version (비슷한종류의다른것들과약간

다른) 형태

□favorite 특히좋아하는것

□shelf life 보관수명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original 원래의, 독창적인

□method 방식, 방법

□root word 어근(語根)

□thin 가느다란, 얇은

□crunchy 바삭바삭한

□texture (음식의) ̀씹히는느낌,̀(직물의)̀ 감촉

□ideal 이상적인

□dipping (액체에) 담그기

□beverage 음료

33
□exception 예외, 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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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ator 포식자

□stimulate 활발하게하다

□associate 어울리다

66
□commitment 헌신, 전념

□potential 잠재력

□perception 인식, 지각

□indebted 부채가있는

□emerging economy신흥경제국

□uneven 고르지못한

□revenue 세입, 수입, 수익

□service (빌린돈에대한) 이자를지불하다

□reliant 의존하는

□obtain 얻다

77
□mistress 여주인

□maid 하녀, 소녀

□intelligence 지능

□pioneer 선도하다, 개척하다

□entitle 제목을붙이다

□romance 기사[모험]이야기, 로맨스

□slavery 노예제도

□conquest 정복

□maiden 소녀, 처녀

□passion 열정, 정열

□loyalty 충성, 충성심

88
□estimate 추정하다, 어림잡다

□demolish 파괴하다, 부수다

□alter 개조하다, 바꾸다

□seating 좌석

□commentator 해설자, 논평자

□playhouse 극장

□theatrical 연극의, 극장의

□house 거처를마련해주다, 받아주다

□storage 창고, 저장소

□renovate 새롭게하다, 고쳐만들다

99
□stickleback 큰가시고기

□shallow 얕은

□fresh water 민물, 담수

□carve (out) 조각하다, 새기다

□circular 원형의

□nest 둥우리, 보금자리

□chin 턱

□belly 배

□drive off 쫓아버리다, 얼씬못하게하다

□range 범위, 구역

□display 과시하다, 보이다

□profile 옆모습, 윤곽

□fertilize (난자를) 수정시키다

□mating impulse 짝짓기충동

□defend 방어하다

□hatch (알이) 깨다, 부화하다

1100
□retire 은퇴하다

□immediate 즉각적인

□throw out (타자·주자를) 송구하여아웃시키다

□perfectionist 완벽주의자

□show up 나타나다

□old-timer 고참자, 은퇴선수

1111
□construction 건축물

□architect 건축가

□herald 알리다, 광고하다

□signature 특징

□stimulate 자극하다

□debate 논쟁

□desirability 바람직함

□occupy 차지하다

□rent 임대하다, 빌려주다

□parcel 나누다, 구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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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e 임대, 빌려줌

1122
□prairie dog 프레리도그(다람쥐과에속한동물)

□company 동료, 함께있음

□flat 평탄한, 울퉁불퉁하지않은

□sturdy 튼튼한

□rush 돌진하다, 쇄도하다

□downpour 호우

□devote (노력·돈·시간따위를) 바치다

□predator 포식자, 포식동물

□paw (발톱있는동물의) 발

□blunt 뭉툭한

□mold 모양을만들다

□pound 탕탕치다

□colony 식민지

□own 소유하다; 자기자신의

□prove to be ~임이드러나다, ~로밝혀지다

□tremendous 엄청난, 굉장한

□be opposed to ~에반대하다

□slavery 노예제도

□treat 다루다, 취급하다

□plantation 농장

□subject A to B A로하여금 B를당하게만들다

□terrible 심한, 혹독한

□punishment 심한대접, 처벌

□outrage 격분시키다

□Serene Majesty 전하(국왕등을높여부르는말)

□denounce 비난하다

33
□cross one’s eyes 사시눈을하다

□make a ~ face ~한표정을짓다

44
□furry 털이있는

□ragged (윤곽·가장자리·표면이) 고르지

못한, 들쑥날쑥한

□starlike 별과같은

□cluster 무리

□mower 잔디깎는기계

□thrum 낮게툭툭거리는소리를내다

□intently 열심히

□dodge 피하다

□zip 휙움직이다

□nose (도구·자동차등의) 머리, 앞쪽

지칭대상파악

11
□character (소설의) 등장인물, (연극의) 역

(role)

□critical 중대한, 치명적인

□green (골프) 그린, 골프코스

□twig 작은가지

□adjacent 인접한, 부근의

□stroke 한번치기, 한타(打)

□match 경기

□comeback 복귀, 재기

□restore 회복하다

□assistant 조수

□beg 간청하다

22
□as a result of ~ 때문에, ~의결과로서

□popular 인기있는

□lecturer 강사, 강연자

□convince 설득하다, 확신시키다

□develop 개발하다, 발전시키다

글의목적파악

11
□response 응답

□desire 원하다

□fellowship 친교



영단어·숙어 17

www.ebsi.co.kr

□community 공동체

□acquire 취득하다

□house 수용하다

□up to ~까지

□challenge 도전과제, 도전

□commit 약속하다

□put one well on one’s way to 
~가…에순조로이다가가도록하다

□residence 건물, 거처, 주택

22
□survey (설문) 조사

□increasingly 점점, 더욱

□aspect 측면

□educational 교육의, 교육적인

□process 과정, 진행

□curriculum 교육과정

□ensure 보장하다

□competitive 경쟁력있는

□input 입력 (정보)

□represent 해당하다, 보여주다

□crucial 중요한

□be composed of ~로구성되다

□attitude 태도

□participation 참여

□voluntary 자발적인

□obtain 얻다, 습득하다

□in connection with ~와관련되어

□identify 신상을확인하다

□confidential 기밀의

33
□annual 해마다의, 연례의

□drive 조직적인모금운동

□worthwhile 가치가있는

□cause 명분, 대의

□donation 기부, 증여

□generous 관대한, 자비로운

□match 어떤것과같은것을제공하다

□contribution 기부, 기부금

□community 지역사회, 공동체

□desperately 절실하게, 필사적으로

44
□commitment 헌신, 의무

□package 종합정책[̀계획]

□comprehensive 포괄적인, 범위가넓은

□decade 10년간

□absorb (비용을) 부담하다, 흡수하다

□contribution 보험료, 기여금

□hike (갑작스러운큰폭의) 인상

□share 분담하다, 공유하다

□portion 일부분, 몫

□investment 투자

어조, 분위기, 심경파악

11
□lower 내리다[낮추다]

□sail 돛

□overboard 배밖으로, (배밖의) 물속으로

□lump 덩어리, 응어리, 혹

□coral 산호

□anchor 닻

□bait 미끼를놓다[달다]; 미끼

□to the full 최대한도로

□fondly 애정을가지고

□longing 갈망, 열망

□fade 서서히사라지다, 점점희미해지다

□grateful 고마워하는, 감사하는

□spaciousness 광활함, 넓음, 거대함

□palm 야자나무

22
□faint 희미한, 약한

□dim 흐릿한, 희미한

□closet 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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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d 줄

□bead 구슬

□glow (한줄기)빛; 이글거리다, 작열하다

□emerge 출현하다, 나타나다

□definitely 명확하게

□feature 이목구비, 특징

□intensely 강렬하게

□mold 틀에넣어짜다, 만들어넣다

□stark 완전한

□blink 깜빡이다

□figure 형체

□wiggle 흔들거리다

□constant 끊임없는

□sway 흔들리다, 살랑거리다

33
□temple 신전, 사원

□contentment 만족감

□plain 평원

□fair (수·크기·양이) 상당한, 제법큰

□fortune 운, 재산

□whisper 속삭이다

□gently 부드럽게

44
□breaststroke 평영

□chest 가슴

□current 물살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level with ~와수평을이루는

□peer (자세히) 들여다보다

55
□barely 가까스로, 거의~가아닌

□mow (풀을) 베다, 자르다

□weed 잡초를뽑다[̀제거하다]

□plant 심다

□elated 의기양양한, 우쭐한

□humiliate 모욕을주다, 창피를주다

□frustrated 실망한, 좌절한

66
□silence 정적, 조용함

□prevail 우세하다, 널리퍼지다

□whistle (바람이) 쌩쌩소리를내다

□wail (바람이) 구슬픈소리를내다, 

울부짖다

□gust 돌풍, 질풍

□corridor 회랑, 복도

□frost 서리(̀cf. frosty 서리로덮인)

□purify 맑게하다, 정화하다

□grip 잡음, 쥠

□metallic 쇳소리를내는, 금속성의

□belated 늦은, 늦게온

□distinctness 뚜렷함, 명백함

□wring 짜다, 비틀다

□barren 메마른, 불모의

□dreary 황량한

77
□short-term memory 

단기기억(력)

□make one’s way (사람·물건이) 나아가다, 전진하다

□resourcefulness 임기응변의재능

□navigation 길찾기, 항해

□govern 좌우하다, 통치하다

□couple 연결하다, 결합하다

□substitute 대신하다, 대용하다

□framework 구성, 뼈대

□acquaintance 지식, 아는사람

□matter-of-fact 실제적인, 사실대로의

88
□distinctive 뚜렷하게구별이되는, 독특한

□ice field 빙원(氷原) 

□angle 비스듬히움직이다, 비스듬히놓다

□shelter 대피처

□opt for ~을선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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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문장찾기

11
□uncover 발견하다

□shortage 부족

□enforce 집행하다, 강요하다

□conservation 보호, 보존

□tightly 엄격하게

□regulate 통제하다

□reign 통치

□artificial 인조의

□store 저장하다

□drought 가뭄

□temple 신전, 사원

□atop 꼭대기에, 맨위에

□towering 우뚝솟은

□presumably 짐작컨대, 아마

□warehouse 저장하다

□masterpiece 걸작

22
□commoner 평민, 서민

□live to tell the tale 살아남다

□sway 움직이다, 기울이다

□direct route 최단거리

□steepen 가팔라지다

□swing 휘두르다

□ice ax 얼음깨는도끼

□glance off ~에비스듬히맞아튕겨나가다

□unyielding 굳은, 단단한

□clank 철커덕소리

□reprise 반복

□steal a glance at ~을몰래훔쳐보다

□glacier 빙하

□pound 두드리다, 두근거리다

□ease back 천천히물러나다

□sloping 경사진

□assembly 집회

□striking 놀라운

□civilization 문명

□rhetorical 수사학의, 말에의한

□authoritarian 권위주의적인

33
□misery 큰불행, 비참함

□primate 영장류

□highlight 부각시키다, 강조하다

□illegal 불법의, 불법적인

□accelerate 가속하다

□decline 하락; 감소하다

□relative 친척

□extinction 멸종

□estimate 추정하다, 어림잡다

□agency 기관, 청

□worldwide 세계적인

□laboratory 실험실

□exhibition 전시, 전시회

□companion 반려, 동료

44
□devastate 완전히파괴하다

□rigidly 굳게, 엄격히, 완고하게

□attribute A to B A를 B의결과로[덕분으로]보다

□vulnerable 취약한, 연약한

□assault 공격, 폭행

□simulate 모의실험하다, 시뮬레이션하다

□shift 옮기다, 이동하다

□gravity 중력

□tremble 흔들리다[떨리다]

□dampen 약화시키다

□alternate 번갈아나오게만들다

55
□architectural 건축의

□requirement 필요조건

□ensure 확실히하다, 보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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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내부의, 실내의

□habitable 주거할수있는

□necessitate 필요로하다

□insulate 단열하다

□cathedral 성당

□association 연관, 관련

□incorporate 통합하다

□feature 특징, 특질

□cross ventilation 교차통풍

66
□property 성질, 특성

□shaman 무당

□repetitive 반복성의, 되풀이하는

□induce 일으키다, 유발하다

□alter 바꾸다, 변경하다

□consciousness 의식, 자각

□well suited 적합한

□despairing 절망적인, 자포자기의

□humble 겸손한

□lessen 작게하다, 줄이다

□point to ~을지적하다, ~의증거가되다

□appeal to ~에호소하다

77
□given 정해진, 특정한

□expectation 기대

□appropriate 적절한

□accepted 일반적으로인정된, 용인된

□regard 여기다[̀평가하다]

□confront (문제나곤란한상황에) 맞서다

□disparate 서로전혀다른, 이질적인

□assumption 가정, 추정

□maintenance 유지, 지속

88
□own 소유하다

□slave 노예

□abolitionist 폐지론자

문단속에문장넣기

11
□economist 경제학자

□stock 주식, 재고(품)

□contest 경연 (대회), 논쟁

□competitor 경쟁자

□award (상을) 주다, 수여하다

□average 평균의; 평균

□preference 선호, 더좋아하는것

□strategy 전략

□employ 사용하다, 고용하다

□further 더나아가서, 더욱멀리

22
□belief (옳다고믿는) 생각, 믿음

□reasoning 추론능력, 추론, 추리

□attack 공격하다; 공격

□panic 겁에질리다(̀과거형 panicked)

□edgy 불안한, 초조해하는

□associated 연관된

□response 반응

□fear 두려움

□uneasiness 불안, 초조

□welfare 복지

□advocate 옹호자, 지지자

□peer 동료, 또래

□tirelessly 지칠줄모르고, 끊임없이

□minority 소수

□majority 다수

□conformity 일치, 순응

□prevail 지배적이다, 널리퍼져있다

□be prone to ~하는경향이있다, ~하기쉽다

□discrimination 차별

□resist 저항하다

□sufficiently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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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 from ~에서비롯되다, 나오다

□block out (불쾌한기억을) 지워버리다, 

차단하다

□pain 고통

33
□pro 프로, 직업선수

□swing (테니스·골프·야구의) 스윙, 휘두

르기

□justified 타당한, 이유가있는

□reward 보상

□informative 유익한

□complete 완벽한

□forehand (테니스에서의) 포핸드

44
□replace 대체하다(̀n. replacement 교체,

대체) 

□dominant 지배적인

□code (언어) 기호체계, (사회언어학) 말

하는방식

□bilingual 이중언어를사용하는

□abandon 버리다(̀n. abandonment 버림,

포기)

□effective 효과적인

□be subjected to ~을받다[당하다]

□invasion 침략

□conquest 정복

□subsequent 그다음의

□overwhelming 압도적인

□gradual 점진적인

□restrict 제한하다

□sphere 영역

□classic 전형적인, 대표적인

55
□liberal democracy 자유민주주의

□rely on ~에달려있다, ~에의지하다

□participation 참여, 참가

□viewpoint 관점, 견해

□endanger 위험에처하게하다

□restrict 제한하다

□liberty 자유

□interest (pl.) 이익, 관심

□as a whole 전체로서, 총괄하여

□compel 강요하다, 강제로하게하다

□safety belt 안전벨트

□definitely 명백히, 틀림없이

□representative of ~을대표하는

□disadvantaged 불우한, 불리한처지에있는

□mainstream 주류의

66
□ardent 정열적인, 강렬한

□Amazon 흑해연안에살았다는용맹한여인

족

□deprive of ~을빼앗다[박탈하다]

□intense 강도높은

□take ~ as ... ~를…로여기다

□God-given 신이주신, 천부적인

□sort~̀òut ~을구분하다

77
□knowledge 학식, 정통, 견문

□outset 착수, 시작

□provide 준비하다, 제공하다

□at a loss 당황하여, 어쩔줄몰라

□construct 구성하다

88
□anatomical 해부학상의

□hypothesize 가설을세우다

□confront 맞서다

□toxin 독소

□antibody 항체

□profoundly 크게, 완전히

□operational 사용[가동]할준비가갖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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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y 길을잃은, 주인없는

□tomato beetle 토마토딱정벌레

□pesky 귀찮은

55
□take a close look at ~을자세히들여다보다

□turn out 밝혀지다, 판명되다

□literacy 읽고쓰는능력

□care about ~을신경쓰다, 염려하다

□definition 정의

□hopelessly 어찌해볼도리가없이

□illiterate 문맹의, 무식한

□sophisticated 정교한, 복잡한

□evaluate 평가하다

□correlate 서로관련시키다

□ensure 보장하다, 책임지다

□operation 운용, 연산

□competence 능력

□imply 함축하다, 의미하다

□effectively 실제로, 효과적으로

66
□think of A as B A를 B라고생각하다

□exploration 탐구

□experiment 실험

□feature 특성, 특질

□arrangement 배열

□molecule 분자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

□encounter 마주치다

□construct 구성하다, 건설하다

□phenomenon 현상(̀pl. phenomena)

□leap (상상·논리의) 비약, 도약

□employ 이용하다, 고용하다

77
□archaeologist 고고학자

□dwelling 주거(지), 주택

문단내글의순서정하기

11
□public servant 공무원

□live apart from ~와떨어져살다

□spouse 배우자

□relocate 재배치하다, 이전하다

□dual-career couple 맞벌이부부

□get a degree 학위를따다

□household 가구

□commuter marriage 주말부부결혼생활

□work out 해결하다

22
□appearance 외모

□concern 관심

□note 쪽지, 메모

□neglect 해야할것을안하다, 소홀히하다

□apologize 사과하다

□lack 부족, 결핍

□wrap 싸다, 포장하다

□package 소포

□comfort 편함, 안락

□unsightly 보기흉한

33
□spy 보다, 알아채다

□celebrated 유명한

□discard 버리다

□reflect 곰곰이생각하다

□overpowering 강렬한

□garbage collector 쓰레기수거인

□auction 경매로팔다

44
□chemical 화학물질

□rub 문지르다

□crushed 짓찧은, 으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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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ified 계층화된

□artifact 문화유물, 인공물

□remains 유해, 유적

□afterlife 내세

□excavate 발굴하다

□utensil (가정에서사용하는) 기구[도구]

□possession 소유물, 소지품

□deceased 사망한

88
□proportion 부분, 비율

□be engaged in ~에종사하다, 관여하다

□conventional 전통적인, 관례적인

□scarce resource 희소자원

□excess 과도한, 초과한

□contaminate 오염시키다

□groundwater 지하수

□pesticide 살충제, 농약

□residue 잔류물

□manual 육체노동의, 손으로하는

□devastating 엄청난손상을가하는

□cultivation 경작, 재배

도표정보글로옮기기

11
□domestic 국내의

□established 자리잡은, 정립된

□leisure 여가(활동)

□destination 목적지, 행선지

□steadily 꾸준히

□exceed 초과하다, 넘어서다

□relatively 비교적, 상대적으로

22
□compare 비교하다

□behavior 행동

□activity 활동

□engage 참여하다, 참여하게하다

□podium 교단, 연단

□consult 상담하다

□prefer 선호하다

□preference 선호

□vary (서로) 다르다, 달라지다

33
□allocate 할당하다

□budget 예산

□department (회사의) 부서

□exceed 초과하다

□gap 간격, 차이

44
□endangered 멸종위기종의, 멸종위기에처한

□species 생물의종(種)

□reptile 파충류동물

□mammal 포유동물

□category 범주

□vulnerable 취약종의, 피해를입기쉬운

□critically endangered 
멸종직전종의

□order 순서

□threat 위협

□combine 합하다

55
□literacy rate 식자율(글을아는사람들의비율)

□region 지역

□overtake 제치다, 추월하다

□hold (어떤상태·위치에) 유지하다

□steady 변함없는

□spike 급등하다

66
□degree 정도

□usage 사용,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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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독해 `⑴

11~~33
□grow up 성장하다

□figure out ~을이해하다

□rough 거친

□encounter 만남, 해후

□coming-of-age 성인(이됨), 성년(이되는시기)

□rare 드문

□cafeteria 구내식당

□manager (한 부서의) 관리자

□describe 말하다, 서술하다

□settle into ~에안주하다

□regret 회한, 후회

□yell 소리[고함]치다

□threaten 위협하다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engage in ~에참여하다, ~에관여하다

□go online 온라인[인터넷]에접속하다

□respondent 응답자

77
□loan 융자[대출](금)

□bachelor’s degree 학사학위

□associate’s degree 준학사학위

□certificate 자격증, 증명서

□consistent 지속적인, 꾸준한

□constant 변함없는, 끊임없는

□counterpart 대응관계에있는사람[것]

88
□unemployment 실업

□self-respect 자긍심, 자기존중

□adversely 불리하게, 반대로

□recently 최근에

□lose contact with ~와연락[접촉]이끊기다

□fire 해고하다

□gaze 응시하다

□scare 겁먹게[놀라게] 하다

□bombard 퍼부어대다

□emergency call 긴급전화

□crisis 위급상황, 위기(̀pl. crises)

□handle 다루다, 처리하다

□fantasize 환상을품다

44~~66
□wrinkled 주름진

□ragged (옷이) 누덕누덕한, 다해어진

□now that ~이니(까), ~이므로

□robe 예복, 가운

□arm in arm 팔짱을끼고

□assemble 모으다, 집합시키다

□fabric 천, 직물

77~~99
□bang 쾅[쿵]하는소리

□figure 사람의모습

□presently 곧

□barn 헛간, 외양간

□incredible 믿어지지않는

□curl one’s hair 아무를간담을서늘하게하다

□ghostly 유령같은

□do a row 한줄을심다

□in terms of ~라는면[관점]에서

□whisper 속삭이다

□plow 쟁기질하다

1100~~1122
□formulate 형식화하다, 구체화하다

□mention 언급하다

□issue 간행물, (잡지의) 호, 판

□bear in mind 마음에새기다, 명심하다

□be taken aback 깜짝놀라다

□initial 최초의, 처음의

□relate 말하다, 이야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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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ruth 허위

□core 핵심

□BCE 기원전(Before (the) Common

Era)

□precision 정확(성), 정밀(성)

□contract 계약

□measure 조치, 방책

□autobiographical 자서전체의, 자서전적인

55~~66
□cope with ~을극복하다, 대처하다

□stage fright 무대공포증

□look one in the eye 눈을직시하다

□generously 관대하게, 넉넉하게

□attentively 세심하게, 주의깊게

□performance 연기, 연주

□production 연출, 제작

□loaded against ~에게불리하게짜놓은

□go well (하는일이) 잘되다, 잘지내다

□onstage 무대에서; 무대의

□audience 관객, 청중

□reading light 독서를위한조명

□illusion 환각, 착각

□invisibility 불가시성, 눈에보이지않음

□concentrate 집중하다

□performer 가수, 연기자

□pick out 골라내다, 분간하다

□embarrass 곤혹스럽게하다

□take it away from ~로부터차례로돌아가다

77~~88
□qualification 수정, 자격

□permanent 영구적인, 영속적인

□to the extent that ~하는정도로

□engage in 참여하다, 행하다

□genuine 순수한, 진실한

□so-called 이른바, 소위

□acquire 얻다, 습득하다

□likelihood 가능성

장문독해 `⑵

11~~22
□establish 설정하다, 세우다, 확립하다

□settle for ~으로만족하다, ~을 (불만스럽지

만) 받아들이다

□photographer 사진사, 사진작가

□hire 고용하다

□freelancer 프리랜서, 자유계약자

□charge (요금·값을) 청구하다

□league (자질·능력등의) 수준, 부류

□perceive ~을인지하다, 알아차리다

□laugh at ~을비웃다[놀리다]

□fee 보수, 요금

□afford to ~할여유가있다, ~할형편이된다

□negotiate 협상[교섭]하다

□reasonably 적정[타당]̀하게

□dramatically 극적으로

□exquisite 매우아름다운, 정교한

□tailoring 재단[마름질] (방식·기술)

33~~44
□mention 언급하다, 거론하다

□exemplar 전형

□much ink is spilled over
~에대해글이많이쓰이다

□present 소개하다, 주다, 제출하다

□publisher 출판업자, 출판사

□bear the brunt of ~을감내하다, 참다, 견디다

□discard 버리다, 폐기하다

□primary 일차적인, 기초의

□exclusively 독점적으로, 오로지

□astonishing 매우놀라운

□volume 권

□edition 판, 간행물

□spark off 불러일으키다, 생겨나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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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종교, 역사, 풍습, 지리

11
□folk-religion 민간신앙

□awareness 인식, 의식

□literally 문자그대로

□prevailing 우세한

□complement 보완하다, 덧붙이다

□natural feature 풍토

□merge 어우러지다, 합치다

□predominate 우위를차지하다, 지배적이다

22
□freezer 냉동고

□fridge 냉장고

□produce 농작물

□cuisine 요리

□stall 가판대, 좌판

33
□transitive 이행하는, 옮아가는

□self-fulfillment 자기실현

□agent 행위자

□latter 후자

□relevant 의의가있는, 유의미한

□seek 추구하다, 찾다

□for one’s own sake 자신(스스로)을위하여

□affirm 단언하다

□appetite 갈망, 식욕

□practice (의사·변호사등전문직종사자의)

사무실

□break down (건강이) 아주나빠지다, 고장나다

□recover 회복하다

□seize 사로잡다, 엄습하다

□liveliness 생기, 생동감

□manuscript 원고

□sensation 화제, 센세이션

인물, 일화, 기사, 뉴스

11
□promote 촉진하다, 힘쓰다

□aggressive 적극적인, 공격적인

□secondhand smoke 간접흡연

□nonprofit 비영리 (단체)

□enclosed 밀폐된

□uncomfortable 불쾌한

□ultimately 궁극적으로

□ban 금지하다

□chain reaction 연쇄반응

□appreciate 고마워하다

22
□tack 압정으로고정하다

□recruit 뽑다, 모집하다

□make a team 팀을이루다

□rejection 거절

□spell 의미하다, ~이되다

□reveal 드러내다, 나타내다

33
□open up ~을만들어내다, ~을시작하다

□hunger 갈망, 배고픔

□related field 관련분야

□lead to ~을유발하다, ~로이어지다

□architecture 건축학, 건축

□strategy 전략

□anatomy 해부, 해부학

□incredible 믿을수없는

□natural phenomenon 자연현상

□patron 후원자

□exploit 이용하다

□intensity 집중, 강도

44
□spoil 버릇없게키우다, 망치다

□tolerate 용인하다,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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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suit 추구, 좇음

□attribute (성질따위)가 (~에게) 있다고생

각하다

□intrinsic 본질적인, 고유한

44
□stability 안정

□conflict 갈등, 충돌

□significant 중대한

□divide 분수령, 차이점

□communist 공산주의의

□capitalist 자본주의의

□boundary 경계

□rapid 급속한

□collapse 허물어지다

□erosion 붕괴, 침식

□facilitate 촉진하다

환경, 자원, 재활용

11
□undo 원상태로돌리다

□action 행동, 영향

□ecosystem 생태계

□suck (액체·기체등을) 빨아내다

□toilet 변기

□economize 절약하다

□conflict 갈등

□livelihood 생계, 살림

□voluntarily 자발적으로

□migration 이주, 이동

□territory 영역

□magnify 확대하다

□planet 지구, 행성

□restore 회복시키다, 복구하다

22
□predator 육식동물

□vulnerable 취약한

□disruption 붕괴, 와해

□genuinely 진정으로

□rare 희귀한

□habitat 서식지

□dwindle 줄어들다

□inclination 성향, 경향

□extinction 멸종, 사멸

33
□reserve 매장량

□tap into ~을개발하다

□damp 습기; 습기찬

□foundation 기초, 토대

□pressure 압력

□production 생산

□cap 막다, 덮다, 모자를씌우다

□equalize 같게하다

□in the vicinity of ~의부근에[근처에]

□surge 솟아오르다, 들끓다

44
□impact 강한영향을주다

□geologically 지질학적으로

□feasibility 편리함, 실행할수있음

□exploration 탐사, 탐험

□consumption 소비

□climatic 기후의, 기후에관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11
□glowing (빛깔등이) 선명한, 강렬한

□game 사냥감

□leap 높이뛰기; 뛰어넘다, 도약하다

□fang 송곳니

□dragonfly 잠자리

□take off 도약하다, 날아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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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넓은지역, 전망

44
□practicality 실효성, 실용성

□call ~ into question ~을의문시하다

□displacement 환치

□immerse 가라앉히다, 몰두하게하다

□fluid 액체, 유체

□buoyant force 부력

□displace 밀어내다

□density 밀도

□tilt 기울어지게하다; 기울기

□accordingly 따라서, 그에맞게

스포츠, 레저, 취미, 여행

11
□as if 마치~인듯이

□time off 휴식시간

□highlight 절정

□saving grace 장점, 이점

□make up for 보상하다, 만회하다

□hassle 혼란, 번거로움

□disappointment 실망, 낙심

□represent 대표하다, 나타내다

□overall 전반적인

□long 갈망하다

□classic 전형적인

□exercise 어떤결과를가져오는행위나상황

□guarantee 확신하다, 보장하다

□frustration 좌절

□primary 주된, 주요한

□unreachable 도달할수없는

□reverse 뒤바꾸다

□priority 우선사항

□excessive 지나친

□workload 업무량

□hang on 버티다, 꽉붙잡다

□crash landing 불시착

□lined up 일렬로세운

□starting block 출발대

□wanderer 방랑자

□trap 덫

□snare 올가미

□(spider) silk (거미) 명주실

□cradle 요람

22
□hypothesis 가설

□continental 대륙의

□drift 이동

□landmass 대륙, 광대한토지

□in addition to ~에더하여

□coastline 해안선

□uncover 발견하다

□fossil 화석

□adjoining 인접한

□identical 동일한

□remains 유적, 유물

□coastal 해안의, 연안의

□match 일치하다, 비슷하다

□opposition 반대

33
□pollination 꽃가루받이, 수분

(cf. pollinate ~에꽃가루받이를

하다)

□oil palm 기름야자나무

□import 수입하다, 들여오다

□reliant 의지하는, 믿는

□strategy 책략, 작전

□biodiversity 생물다양성

□unreliability 신뢰할수없음, 믿을수없음

□spatial 공간의

□temporal 시간의

□agricultural 농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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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emphasized 지나치게강조된

□rehearsal 예행연습

22
□fortress 요새

□stellar 우수한, 별의

□architectural 건축학의

□dominion 지배권

□literally 말그대로, 문자그대로

□perimeter 주위, 둘레

□innovation 혁신

□fortification 요새화

□superb 최고의

□mechanism 구조, 기제

□repel 물리치다

□enormous 거대한

□passage 통로

33
□imperative 반드시해야하는것, 명령, 요청

□payout 배당금, 지불금

□at one’s disposal ~의마음대로사용할수있는

□attain 이루다

□assessment 판단, 평가

□assault 폭행하다

□official (운동경기의) 심판

□overzealousness 지나친열심

□deny 허락하지않다

□insignificant 대수롭지않은, 사소한

□escalate 악화되다, 확대되다

44
□public-sector (국가경제의) 공공부문의

□access (장소로의) 입장

□permit 허가증

□offset 벌충하다, 상쇄하다

□cherish 소중히간직하다

□taxpayer 납세자

음악, 미술, 영화, 무용, 사진, 건축

11
□get down 기술하다, 베껴쓰다

□detail 세부사항, 세세한것

□precisely 정확하게

□break with ~을버리다, ~와관계를끊다

□method 기법, 방법

□loose 힘을뺀, 느슨한

□stroke 한필, 치기

□intensity 강도

□overhead 머리위에

□in turn 다음에는, 번갈아

□immediate 즉각적인

□landscape 풍경

□impression 인상

□moment 순간

□capture 포착하다, 손에넣다

22
□presume 주제넘게굴다

□impose 강요하다, 부과하다

□holistic 총체적인

□inhabit 살다

□cohesive 응집력있는, 결합력이있는

□dress 손질하다, 다듬다

□so as to (목적) 위하여

□tackle 다루다, 씨름하다

33
□involvement 개입, 관여

□drop off 데려다주다

□inherently 본질적으로

□correlate A with B A를 B와관련시키다

44
□enhance 강화하다

□distraction 주의산만, 주의력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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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교, 진로

11
□warn 경고하다

□tech 공과대학

□party (파티에서) 즐겁게놀다

□recommend 추천하다

□engineer 공학자, 기술자

□definitely 확실히

□oriented 지향적인

□extracurricular 과외의, 정식과목이외의

□relatively 비교적, 상대적으로

□mining 광산업, 채광

□in one respect 한가지점에서

□superb 최고의, 훌륭한

□outdoorsman 야외활동을좋아하는사람

□spot 장소, 지점

22
□candidate 지원자, 후보자

□top-notch 최고의, 최고수준의

□standardized 표준화된

□exemplary 모범적인

□extracurricular 과외의

□award 상, 상장

□applicant 지원자

언어, 문학, 문화

11
□clash 충돌

□small talk 잡담, 한담

□carry over (다른상황에서계속) 이어지다

□depressed 의기소침한

□meager 빈약한

□selective 까다롭게고르는, 선택력있는

□dip into (대강) 훑어보다

□the general run of humanity 
일반대중, 갑남을녀(보통사람들)

□discount 고려하지않다

□measure up 부합하다

33
□serve as ~로서역할을하다

□set off 일으키다, 유발하다

□ripple 파문처럼퍼지는것, 물결

□finders keepers (losers weepers)
찾는사람이임자다

□ensue 뒤따르다

□miniature 축소된, 아주작은

□sophisticated 정교한, 세련된

□explicit 명시적인, 분명한

□dimension 차원

44
□community college 지역전문대학

□adolescent 청소년기의; 청소년

□ease into ~에쉽게진입하다

□initiative 진취성, 주도권

□employment 직장, 고용

□relevant 관련있는, 적절한

□connection 친분관계, 연결

□integrated 통합된, 통합적인

□academic 학문의, 학교의, 학업의

□induce 유발하다

□stimulus 자극(pl. stimuli)

□agitate 동요시키다, 흥분시키다

□clinical 임상(실험)의

□chronic 만성적인

□exertion 힘의발휘, 노고, 분투

□fatigue 피로

□simulation 모의실험

□voluntary 자발적인

□affect (심리학) 정서

□whatsoever (부정문에서) 어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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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인터넷, 정보, 미디어, 교통

11
□sign 표지판, 간판, 신호

□assess 평가하다

□comprehension 이해력, 이해

□limitation 제약, 한계

□shorten 줄이다, 짧게하다

□abbreviation 약어, 축약형

□precede (공간[시간]적으로) ~에 앞서다,

선행하다

□congestion 혼잡

□visibility 가시성

22
□innovator 혁신자

□thrive 번창하다, 잘자라다

□grant  (허가를) 주다

□patent 특허권

□enforce 시행하다, 집행하다

□renaissance 부흥, 재생

□astronomy 천문학

□committed 헌신적인

□tight 친밀한, 밀접한

□fraught 문제점이많은

□modify 수정하다, 변경하다

33
□paramount 아주중요한

□hierarchy 체계적인배치[배열], 위계구조

□a multitude of 수많은

□imperative 절대필요한, 반드시해야하는

□tone 분위기

□demonstrate 보여주다

□patience 참을성

□directness 솔직함, 직접

□prompt 즉각적인

22
□popularity 인기, 대중성, 유행

□striking 인상적인, 현저한

□depart 벗어나다, 떠나다, 출발하다

□practice 관행, 습관, 훈련

□give a picture of 묘사하다

□throw a light on 설명하다

□statue 조각상, 상(像)

33
□emergent 초기발달단계의, 불시에나타나

는, 신생의

□literacy 읽고쓰는능력, 문식능력

□perspective 관점

□ample 충분한

□extension 연장

□reflection 반영

□convention 관습, 관례

□explicit instruction 명시적교수법

□clarification 명확한설명

□verbal 언어적(↔ nonverbal 비언어적)

□accurate 정확한

□elaboration 자세한설명

□prospective reader 예상독자

44
□critic 비평가

□mistreat 학대하다, 혹사하다

□cite 인용하다, 예증하다, 열거하다

□illustrate 설명하다

□humiliate 창피를주다

□render ~로만들다, ~이되게하다

□awkward 거북한, 어색한

□embarrass 난처하게만들다

□unmanned 남성다움을상실한

□dishonorable 불명예스러운

□sacrifice 희생시키다

□misdeed 나쁜짓,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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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ular 차량을위한, 차량과관련된

□intersect 교차하다

□traffic control device
교통제어장치

□barrier (출입을막는) 방벽, 장애물

□signify 의미하다

□caution 조심, 주의

□designated 지정된

□cut across (지름길로) 가로지르다

44
□gather 모으다, 수집하다

□occasional 이따금의, 때때로의

□gem 보석, 보석같은것

□in the meantime 그사이에

□spare (고생등을) 시키지않다, 면하게

하다

□subscription 예약구독

□certify (품질을) 검증하다, 증명하다

□appliance (가정·사무실용의) 기구

□evaluate 평가하다

□mutual fund 투자신탁회사

□capacity 능력, 용량

□obscure 세상에알려지지않은

심리, 대인관계

11
□decisive 결정적인, 결단력있는

□frame 만들어내다, 틀을잡다

□appeal 매력, 호소

□capture 사로잡다

□resist 저항하다

□constantly 끊임없이

□wave 급증, 파도

□hazard 위험 (요소)

□aware 알고있는, 인식하고있는

□sophistication 고도의발전, 세련

□haunting 뇌리를떠나지않는

□fragile 연약한

□creature 생물, 존재

□infinitely 대단히, 무척

□predictable 예측가능한

□unite 통합시키다, 연합하다

□resolution 결심, 해결

22
□context 상황, 환경

□renewed 새로워진

□demonstrate 입증하다

□repeatedly 반복적으로

□participant 참여자, 참가자

□exhausted 진이빠진, 지친

□experimenter 실험자

□subtly 미묘하게

□fatigue 피로

□disappear 사라지다

□security officer 보안직원

□rotate 순환하다, 교대하다

□settle in 자리를잡고적응하다

□misconduct 부정행위

□routine-induced 일상에의해생기는

33
□abnormal 비정상적인

□reason 이성, 사고력

□invariably 언제나, 변함없이

□magnify 확대하다

□herein 이런점에서, 여기에

□discrimination (구별되는) 차이, 차별

□scrutinize 세심히살피다, 자세히조사하다

□disturb 불안하게하다, 방해하다

□miserable 불행하게만드는, 비참한

□decently 꽤, 상당히

□insurmountable 극복할수없는, 대처할수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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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logic 논리

□perception 인식, 지각

□occasional 때때로의, 가끔의

□outburst (감정의) 폭발

□awareness 자각, 의식

□release (잡고있던것을) 풀어주다

□comfort zone (심리적) 안전지대

□renounce 단념하다, 포기하다

□compromise 훼손하다, 타협하다

□victimize 괴롭히다, 피해자로만들다

□let go of 털어버리다, 놓아주다

□in charge 책임을지고있는

□involved 관여하는,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법

11
□scarcity 희소성

□mass-market 대량판매시장용의

□require 필요로하다

□affect 영향을미치다

□in concert 협력하여

□attempt 시도하다

□exploit 활용하다, 착취하다

22
□lifeblood 생명선

□vigorous 활기찬

□perspective 관점, 시각

□agenda 의제[안건]

□privileged 특권을가진

□adept 능숙한

□access 접근

□add to ~을가중시키다

□cynicism 냉소주의

□legitimise 정당화하다

□inequality 불평등

□hinder 저해[방해]하다

□participatory 참가의

□social agent 사회의원동력

33
□recessionary 불경기의, 경기침체의

(cf. recession 불경기, 경기침체)

□resort to ~에의지하다, 도움을청하다

□wage 임금, 급료

□unemployment 실업, 실직

□insurance 보험

□layoff 일시해고

44
□justice 재판, 사법, 정의

□defender 피고인(̀cf. defense 피고측)

□prosecutor 기소자, 검찰관(̀cf. prosecution

기소자측, 검찰당국)

□plea bargain 유죄협상제, 플리바게닝

□convict 유죄를선언하다; 기결수

□strike (계약등을) 체결하다

□extensive 광범위한

□provided that ~을조건으로

의학, 건강, 영양, 식품

11
□buddy 동료, 친구

□management 관리

□diabetes 당뇨병

□complaint 신체질환, 증상

□peer 또래

□inhibition 금지, 억제

□frank 솔직한

□race 인종

□ethnicity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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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ntake 섭취량

□constituent 성분, 요소; 구성하는

□for one’s sake ~를위하여

□guideline 지침

□indulge in ~에빠지다, ~에탐닉하다

□misinformed 잘못된정보를받고있는

□moderation 절제, 적당

□abstinence 금욕

□treat (맛있는) 특별식, 대접

□desirable 바람직한

□digestive system 소화기계통

□nutrient 영양소

□loss 손실

□alternative 대안;̀ 대안의

33
□conduct 수행하다

□medication 의약품

□side effect (약의) 부작용

□finance 자금을공급하다

□undertake 착수하다

□legal 법적인

□campaign 캠페인, 운동

□ban 금지시키다

□article 기사, 논문

□disclosure 폭로, 공표

□defend 변호하다, 지지하다

□pharmaceutical company 
제약회사

□inquiry 조사, 심리

□commission (조사) 위원회

□institution (공공) 기관

□enterprise 기업(체)

44
□influential 영향을미치는

□hold 주장하다

□surgery (외과) 수술

□inadequate 부적절한, 불충분한

□anesthesia 마취

□withhold 주지않고두다

□anesthesiologist 마취과의사

□overwhelming 압도적인, 저항할수없는

□physician 의사, 내과의사

www.e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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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

11
□verbally 말로, 구두로

□ego 자아, 자존심

□bruise 마음에상처를주다, 멍이생기다

□defensive 방어적인

□legitimate 타당한, 적법한

□urge 충동, 욕구

□basis 근거, 이유

22
□construction cost 공사비

□vary 서로다르다

□self-builder 직접시공자

□organizational 조직의

□roll up one’s sleeves 
팔을걷고나서다

□on the job 일하면서

□hands-on 직접해보는, 실제적인

□satisfying 만족스러운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다

33
□typical 전형적인

□subject matter 교과내용, 주제

□complaint 불평, 불만

□practitioner 전문가, 개업자

□imposed 부과된, 강요된

□variation 변화, 변형

□detour 우회로

□procedure 과정, 절차

□routinise 판에박힌일을하도록하다

□exception 예외

□generalisation 일반화

□dreary 따분한

www.ebsi.co.kr테스트편

44
□neurologist 신경과전문의

□compassionate 동정심이있는

□postoperative 수술후의

□consultation 상담

□fast-forward 빨리진행하다, 빨리감다

□clinical 임상의

□intimidate 위협하다

□entitled 자격있는

□probe 캐묻다, 조사하다

□receptive 수용적인

□adjustment 조정, 조절

□medication 약물치료

55
□reputation 명망, 명성

□foundation 토대, 기반

□knowledgeable 지식을갖춘

□derive 끌어내다, 얻다

□celebrity 유명인

□relevant 연관된, 관련된

□renowned 유명한

□stance 입지

66
□cove 작은만

□surround 둘러싸다

□primary forest 원시림, 일차림

□showcase 진열장, 공개행사; 진열하다, 전시

하다

□diverse 가지각색의, 다양한

□variety 다양성

□conservation 보존, 보호

□marine 해양의, 해상의

□collaborate 공동으로일하다

□ecology 생태학

□geology 지질학

□clearing 빈터, 개간지

□raft 뗏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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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annual 연간의, 한해의

□immigrant 이민자

□decade 10년

□triple 세배가되다; 세배의

□portion 부분

□make up 구성하다, 형성하다

□the former 전자(前者)

□the latter 후자(後者)

88
□interruption 방해, 중지

□display 보이다, 나타내다

□application 응용프로그램

□reveal 드러내다, 알리다

□incoming 들어오는

□glance 한번봄, 흘긋봄

□momentary 순간의, 일시적인

□rearrangement 재배열, 재정리

□cognitive 인지의, 인식의

□scatter 흩뜨려놓다

□tense 긴장한

□train 연속, 연관

□distraction 정신이흐트러짐, 주의산만

99
□attitude 태도

□instant 즉각적인

□impact 영향(력)

□redefine 재정의하다

□reorganize 재구성하다

□showcase 전시하다, 진열하다; 전시, 진열

□accomplishment 성과

□innovative 혁신적인

□abundantly 아주, 풍부하게

□incredibly 엄청나게, 믿을수없을만큼

□generate 생산하다

□explicit 명백한, 뚜렷한

□permission 허락

□imagination 상상력

1100
□commitment 전념, 약속

□striking 놀랄만한, 두드러진, 현저한

□relatively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glorify 미화하다, 찬미하다

□might (강력한) 힘[에너지], 권력

□reinforce 강화하다

□transmit 전달[송신, 방송]하다

□ancestral 조상의

□ultimate 궁극[최종]적인, 최후의

□individualism 개인주의, 개성

□constitution 헌법

□uphold (법·원칙등을) 옹호하다

[유지시키다]

□attachment 지지, 애착

□declaration 선언문[서], 선언, 공표

□endow 부여하다

1111
□explore 탐색하다, 탐험하다

□pace 속도

□journey 여행

□independence 자립, 독립

□promote 장려하다, 촉진하다

□extended family 대가족

□free rein 자유롭게행동할기회

□company 동반, 동행

1122
□network 인적네트워크를형성하다

□roadblock 방해물

□anticipate 예상하다

□potential 잠재적인

□doorstep 문간

□contact 연줄(이닿는사람)

□abandon 그만두다

□arise 생겨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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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rt 경계시키다, 경고하다

□insurmountable 극복할수없는

□feasible 실현가능한

□ultimate 궁극적인

1133
□enculturate 문화화시키다

□taxation 과세, 과세제도

□representation 대의권, 대표

□momentous 중대한

□perspective 관점, 시각

□preceding 앞선, 선행하는

□administrative 행정상의

□misjudgment 잘못된판단

□bring on ~을초래하다[̀야기하다]

□American Revolution 
미국독립혁명

□anticipated 예상된

□instability 불안정

□uncompromising 타협하지않는

1144
□discouraging 실망시키는, 절망하게하는

□declare 분명히밝히다, 선언하다

□fire 자극하다, (감정을) 격하게하다

□inspire (감정이) 일어나게하다, 고무하다

□bask in the applause 
박수를받다

□keep in mind that ~을기억하다, 염두에두다

□knock off 없애다, 줄이다

□chunk 상당한양, 큰덩어리

□starve oneself 굶다

□determined 단호한, 결의에찬

□remarkable 놀랄만한, 주목할만한

□accomplishment 성취, 업적

□objective 목표, 목적

□in alignment with ~와나란히, 일직선이되어

1155
□input (자본의) 투입(량)

□return 수입, 수익

□generate 발생시키다

□ratio 비율

□competitive 경쟁적인

□alternate 달리취할, 대안의

□output 산출, 생산

□cover (경비를) 부담하다

□revenue 소득, 수익

1166
□astrology 점성술

□superstition 미신

□correspondence 관련성, 편지

□celestial 천체의

□supplement 보충하다

□astronomer 천문학자

□cower (겁을먹고) 몸을웅크리다

□ceaseless 끊임없는

□inexplicable 설명할수없는

□eclipse 일식[월식]

1177
□essential 필수적인

□interior 내부

□let in ~을들어오게하다

□reduce 줄이다

□shade 가리다, 그늘지게하다

1188
□bond 유대

□provision 제공

□distress 고통

□trauma 정신적외상, 트라우마

□firsthand 직접적으로

□confide 털어놓다

□intimate 막역한벗

□reassure 안심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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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 만들어내다, 생산하다

□alternate 대안의, 교대의

□perspective 관점

□financial 재정의

□intriguing 흥미로운

□in common 공통적으로

□longevity 장수

1199~~2200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reveal 보여주다, 드러내다

□voyage 항해

□vastly 대단히, 엄청나게

□superior 우수한

□load 싣다, 적재하다

□virtually 거의

□contend 주장하다

□characteristic 특징적인; 특징

□inhabitant 주민

□pragmatic 실용적인

□long-standing 오랫동안에걸친

□rationality 합리성

2211~~2233
□self-confident  자신있는

□courageous  용기있는

□struggle  투쟁[고투]하다

□diagnose 진단하다

□medication  약[약물] (치료)

□side effect 부작용

□ambition  열망, 포부, 야심

□hold onto ~을고수하다, 지키다

□ordeal (힘들거나불쾌한) 시련[경험, 일]

□self-concept 자아개념, 자아상(自我像)

□incredible 믿을수없는, 믿기힘든

□magic 마법, 마술, 신비한힘

□shot 주사

□poke 찌르다

□lose one’s hair 머리가빠지다[벗어지다]

□pneumonia 폐렴

□hardly ever 좀처럼~ 않는

□complain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astronaut 우주비행사

□mission 임무, 우주비행 (임무)

Test 2

11
□encouragement 격려[고무](가 되는것)

□fully 무려, 완전히, 충분히

□connectedness 소속관계[의식], 유대감

□work toward ~을지향하여노력하다

□announce  발표하다, 알리다

□revert  되돌아가다

22
□advocate 옹호자; 옹호하다

□bill 광고하다; 전단

□release 발표하다, 개봉하다

□fare well 성공하다

□bankrupt 파산한

□overstate 과장하다

□conduct 수행하다

□self-employment 자영업

□be associated with ~와연관되어있다

33
□permission 허가

□step out of line 규정을어기다

□expenditure 지출

□empower 권한을주다

□total 완전한, 전면적인

□liberation 해방

44
□average 평균(의)

□be supposed to ~할것으로기대되다[예상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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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ly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device 책략, 계획

□entice 부추기다, 꾀다

□lullaby 자장가

□exception 예외

□infant 유아

55  
□currently 현재는, 일반적으로

□mass 대규모의, 대량의

□extinction 멸종, 소멸

□biodiversity 생물의다양성

□symptom 증상, 징후

□exploration 탐험, 탐구

□migration (사람·철새·동물의대규모) 이주

[이동]

□genetic  유전학적인, 유전(상의)

□interconnectedness 
상호연관성

□trail 흔적[자국]

□hopelessly 어찌할도리없이, 가망이없이

□interweave 짜넣다, 섞어서짜다, 서로엮어서

짜다

□historical 역사상의, 역사와관련된

□encode 암호화하다

66
□affluence 부유, 풍족

□entrust 맡기다

□pursue 추구하다

□appoint 임명하다

□cathedral 성당

□significantly 의미있게도

□definitively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take holy orders 성직에취임하다

□avoid 피하다

□conflict 갈등

□Protestant Reformation 
종교개혁

77
□live birth 정상출산(↔ still birth 사산)

□mortality rate 사망률

□respectively 각각

□noticeably 눈에띄게, 두드러지게

□region 지역

□sub-Saharan 사하라사막이남의

□Caribbean 카리브해의

88
□populous 인구가많은

□policy 정책

□generation 세대

□counterpart 짝의한쪽

□extended family 확대가족

□custom 풍습

□catch on 인기를얻다, 유행하다

□prosperity 번영, 번창

99
□on the surface 겉보기에는, 얼핏보기에는

□dwell on ~을깊이생각하다, 곱씹다

□bug 괴롭히다

□tricky 까다로운

□majority 대다수

□gear (계획·요구 따위에) 맞게 하다, 조

정하다(̀to)

□catch up 휘말리게하다, 열중하게하다

□sweat the small stuff 
사소한일에신경쓰다

1100
□constitutive 본질적인, 구성적인

□wary 조심하는, 경계하는

□corrupt 타락시키다, 부패하게만들다

□recur 다시일어나다, 반복되다

□hazard 위험 (요소)

□portrayal 묘사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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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in 악당, 악한

□perpetuate 끊이지않게하다, 영속시키다

□suspicion 의심, 혐의

□restraint 규제, 통제

1111
□emphasize (중요성을) 강조하다

□innovative 혁신적인

□divergent 발산적인, 갈라지는, (의견등이)

다른

□craftsmanship 손재주, 솜씨

□profession (전문적인) 직업[직종]

□thoroughly 완전히, 철저히

□attribute A to B A를 B의덕분으로보다

□inspiration 영감

□nonetheless 그렇더라도, 그렇기는하지만

□merely 단지, 그저

□culmination 정점[최고조]

1122
□track 추적하다

□fare 지내다, 살아가다

□manuscript 원고

□burst 분발, 돌발

□plod  끈기있게일하다

□diverge 갈리다, 다르다

□tenure  (대학교수등의) 종신재직권

□binge 폭식, 폭음처럼단기간에특정활

동을지나치게하는것

□implication 함축, 암시

□aspiring 포부가있는

1133
□synchronize 동시에움직이다

□closely 딱, 접근하여

□counterintuitive 직관에반하는

□accommodate 적응하다, 익숙해지다

□evolutionary 발전의, 진화의

□coordination 조화, 조정

□facilitate 용이하게하다

□vocalization 발성

□cognitive 인지의, 인지적인

1144
□freethinker 자유사상가

□vending machine 자동판매기

□hold off 막아주다, 가까이못오게하다

□censor 검열관

□press 언론

□publication 출판물, 출판

□deposit (자동판매기에) 동전을 넣다, 입금

하다

□convict A of B A에게 B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

하다

□literature 인쇄물, 문헌

1155
□integrate 통합하다

□sufficient 충분한

□acquire 습득하다

□neglect 소홀히하다

□sensitive 민감한

□interpersonal 대인관계의

□dimension 차원

□self-awareness 자기인식

□profession 전문직

□practitioner 시행자, 개업한사람

1166
□distinctive 독특한, 뚜렷한

□vocal 발성의

□apparatus 기관, 장치

□inspiration 들숨(흡기)

□pause 휴지, 중지

□expiration 날숨(호기)

□sustained 지속되는

□sequence 일련

□shallow 얕은

□phonation 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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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iratory 날숨의

□maximal 최대의

□initial 처음의, 시작의

□capacity 용량, 수용력

□inhalation 흡입

1177
□boarder 기숙하는사람[것], 하숙인

□raid 급습하다, 쳐들어가다

□captive 포로, 노예

□compel 강제하다, 억지로시키다

□captor 체포자, 잡는사람

□by no means 결코~이아닌

□inhabitant 거주자, 서식동물

□cricket 귀뚜라미

1188
□workshop 직무연수

□executive staff 경영진

□stagnant 침체된

□subordinate 하급자, 부하

□off-beat 색다른, 별난

□alternative 대안이되는

□indispensable 없어서는안될

1199~~2200
□argument 말다툼

□unnecessarily 쓸데없이

□stubborn 고집스러운

□creep 살금살금움직이다

□make a difference 차이를낳다

□in a sense 어떤의미에서

□at times 가끔씩

□consequently 그결과

□dismiss 떨쳐버리다

□take frustration on 분풀이를하다

□blow something out of proportion 
~을지나치게크게부풀리다, 

침소봉대하다

2211~~2233
□grumble 투덜대다

□porch 베란다, 현관

□fly 타자가공중으로쳐서올린볼

□smack 탁소리가나게치다, 때리다

□field 외야

□grounder 땅볼

Test 3

11
□convenient 편리한

□as a matter of course 
당연한것으로서

□insurance 보험

□adjuster 손해사정인

□arrange 정하다

□inspection 검사

□vehicle 차량

□inform 알리다

□notification 신고, 통지

□confirm 확인하다

□negotiation 협상

□in-person 사람이직접나오는

22
□manage  그럭저럭해내다

□submit 제출하다

□tempting 유혹하는

□improvement 향상, 개선

□mediocre 보통의, 평범한

□naive 순진무구한, 잘속는

□substandard 표준이하의

33
□mediator 매개자

□culinary 요리의, 음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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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ulate 활성화시키다, 자극하다

□foodways (어느민족·지역·시대의) 식습관,

요리법

□pose (위협·문제등을) 제기하다

□authentic 진짜의, 진본인, 진정한

□averse to ~을꺼리는, ~을싫어하는

□impulse 자극, 충동

□pleasant-tasting 좋은맛이나는

□original 원래의, 본래의, 독창적인

44
□errand 볼일, 용건, 심부름

□run into 우연히마주치다

□confront 맞서다, 대면하다

□decline 거절하다

□plead 애원하다

□have no choice but to 
~하지않을수없다

□anonymously 익명으로

□inclination 의향

□entitled ~라는제목의

□landmark 획기적사건[발견]

□disobedience 불복종

55
□publish 발표하다, 발간하다

□overturn 뒤집어엎다

□neurologist 신경학자

□revelation 폭로, 발각

□plastic 성형력이있는

□rigid 경직된

□rigidity 경직성

□adjust to ~에적응하다

□circumstance 상황

□plasticity 성형력

66
□athletic 운동을잘하는

□enthusiastic 열정적인

□impress 감명을주다, 감동시키다

□retrospective 회고전

□turbulent 격렬한, 요동치는

□brushstroke 붓놀림

□spontaneous 자발적인, 자진해서하는

□instinct 본능

□foundation 기초, 토대

□intense 강렬한

□apply (물감을) 칠하다

□predominate 지배력을갖다

□landscape 풍경

□composition 구성, 구도

77
□exclusively  오로지, 배타적으로

□proportion  비율, 부분

88
□critically 매우, 비판적으로

□challenge 도전

□revolve 돌다, 회전하다

□obvious 분명한

□universe 우주

□propose 주장하다, 제안하다

□radical 급진적인

□perspective 관점

□astronomy 천문학

□platform 발판

□inquiry 연구, 조사

□spark 북돋다, 유발하다, 발화시키다

□revolution 혁명

99
□everlasting 끊임없는

□coverage 보도[방송]

□celebrity 유명인사

□tune in (텔레비전·라디오프로를) 시청

[청취]하다

□critic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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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ent 한탄하다

□collective 집단적인

□flaw 결함

□inevitable 불가피한

□collision 충돌

□fixation 집착

□doing 행위

□preoccupation 몰두

□ancestor 조상

□hardwired 선천적으로타고난

□fascinate 마음을끌다

□gossip (남의사생활에대한) 소문, 험담

1100
□workaholic 일중독자

□entertain (생각등을) 받아들이다, 품다

□spontaneity 자발성, 자발적인행동

□stifle 질식시키다, 숨막히게하다

□delegate 대리인에게맡기다

□resentful 성을잘내는

□irritable 성미가급한, 신경과민의

□flare 불끈성나게하다

□outburst (감정따위의) 폭발

□disharmony 불화

□morale 근로의욕, 사기

□nosedive 급강하하다, 폭락하다

□burnout (심신의) 소모, 신경쇠약

□supervision 관리, 감독

□perfectionist 완벽주의자

□team player 팀 플레이어(̀집단 내에서 협조하여

맡은바임무를잘수행하는사람)

1111
□regardless of ~와관계없이

□interaction 교제, 상호작용

□motivate 동기를부여하다

□dread 두려워하다

□conversely 반대로, 역으로

□foresee 예견하다

□depressing 우울해지게하는, 우울한

1122
□reluctance 꺼리는마음, 주저

□perform surgery 수술을하다

□in light of ~에비추어

□harmony 조화

□acupuncturist 침술사

□skeleton 뼈대, 해골

□internal organ 내장기관

□removal 제거

□malfunctioning 기능을못하는

□attend to ~에주의를기울이다

□simple-minded 단순한

□contemplate 고려하다, 숙고하다

□emphasis 강조

1133
□e-commerce 전자상거래

□line of business 영업부문, 영업품목

□be coupled with ~와결합되다, 연결되다

□duality 이원성(二元性), 이중성

□channel (판매) 경로, 통로

□complementary 보완적인, 보충하는

□venture 모험적사업, 벤처사업

□center on ~에집중하다, ~을중심으로하다

□revenue 수입

□transaction 거래

□physical 눈에보이는, 물리적인

□cross-channel 교차경로의

□promotion (제품의) 판촉

□significant 상당한, 중대한

□incorporate 통합하다, 편입하다

□corporate 기업의, 회사의

□tangible 실재하는, 실제로있는

1144
□abstracting 요약하기, 추출

□discipline 분야,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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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편집자

□manuscript 원고

□notice 공지; 알아차리다

□shift 전환하다; 전환

□verse 운문

□remark 논평하다, 의견을말하다

□essence 정수

□translate 전환하다, 번역하다

1155
□unevenly 불균등하게

□be likely to ~할것같다

□cope with 대처하다

□demand 수요

□comprise 구성하다

□proportion 비율

□consume 소비하다

1166
□relationship 관계

□think of A as B A를 B로여기다

□saving (pl.) 저축

□expenditure 지출

□renewable 재생할수있는

□draw on ~에의존하다

□paycheck 봉급, 임금

□shrink 줄다, 오그라들다

□capture 획득하다, 손에넣다; 포획

□diminish 줄이다, 감소시키다

□annual 일년의, 일년마다의

□source 공급원, 원천, 근원

1177
□bias ~을한쪽으로기울게하다, 

~에게편견을갖게하다

□Southern drawl 미국남부사람의독특한느린말투

□equate 동일시하다

□gaze 응시, 시선

1188
□phobia 공포(증)

□irrational 비이성적인

□involve 포함하다

□classical conditioning
고전적조건화

□severe 극심한, 심각한

□pinpoint 정확히집어내다

□crumbling 허물어지는

□stop short of ~의바로앞에서멈추다

□carry on ~에대해말을늘어놓다

□enormous 막대한, 거대한

□naive 순진한

□scare tactics 공포분위기조성책략

□stimulus 자극

□elicit 끌어내다

□spill over 번지다, 퍼지다

□contribute ~의한원인이되다, 기여하다

1199~~2200
□fossil 화석

□geologic 지질학(상)의

□evident 분명한

□canal 운하

□sedimentary 퇴적작용으로생긴

□strata (stratum의복수형태) 층, 지층,

단층

□correlate 상관관계를보여주다

□distinctive 독특한

□definite 명확한, 확실한

□determinable 확정할수있는

□random 닥치는대로의, 무작위의

□evolution 진화

□succession 천이, 연쇄, 계승

□paleontologist 고생물학자

□swamp 습지

□reptile 파충류

□dominant 우세한, 지배적인

□organism 생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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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33
□commit a mistake 실수를저지르다

□strict 엄격한

□disciplinarian 규율가, 규율을지키는사람

□honor 존중하다, 존경하다

□commitment 약속, 서약

□insignificant 하찮은, 사소한

□repose (one’s) trust in 
~을신뢰하다

□suspicious 의심하는, 의심많은

□confidence 믿음, 신뢰

□collapse 무너지다, 붕괴하다

□haunt 떠나지않다, 늘따라다니며괴롭

히다

□deceitful 사람을속이는, 거짓의

□minor 사소한

□injury 부상

□rush 급히가다, 돌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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