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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1회
community 지역 사회
manuscript 필사본, 원고
display 전시하다
shipping department 발송부서
arrange 처리하다
hallway 현관
yell 소리 지르다
bubble up 끓어오르다
reasoning 추론
barrier 장벽
universal 보편적인
tongue 언어
at a disadvantage 불리한 입장에 있는
relative to ~에 비해
modify 수정하다
syntax 문법적 어구 배열
compromise 위태롭게 하다
construction 구조, 구성
correction 수정
convert 전환하다
master 터득하다, 숙달하다
sociologist 사회학자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occupy 차지하다
acquaintance 아는 사람
by definition 말의 뜻 그대로
capture 정확히 담아내다
paradox 역설
coin (새로운 낱말·어구를) 만들다
represent 해당하다, 나타내다
reputation 명성
demanding 힘든
truthful 정직한, 진실한
deceptive 속이는
notoriously 매우, 악명 높게
inherently 본질적으로 , 원래
ambiguous 모호한
genuine 진실한
disgust 혐오감
consistent with ~과 일치하는
attentive 주의 깊은
accommodative 적응[순응]적인
fantasy 공상, 상상

daydream 백일몽
strive for ~을 얻으려고 애쓰다
predominant 두드러진
psyche 정신
civilization 문명
recognition 인정, 인식
significance 중요성
give rise to ~을 일으키다
distribution 분포
typical 전형적인
account for (비율 등을) 차지하다
share 점유율
Lutheran 루터교의
minister 목사
push ~ through ... ~이 …을 끝내도록 밀어붙이다
rigorous 엄격한
assistant 조수; 보좌의, 보조의
physician 의사
laboratory 연구소, 실험실
participate in ~에 참여[참가]하다
historical fiction 역사 소설
reading log 독서 일지
review 감상문을 쓰다, 논평하다
gift certificate 상품권
ensure 확실하게 하다
exceed 초과하다
capacity 수용 인원
astronomy 천문학
celebrate 축하하다
in conjunction with ~과 함께
host 주최하다
day-long 온종일 진행되는
telescope 망원경
hands-on 직접 체험할 수 있는
exhibit 전시(품)
handout 유인물
featured speaker 특별 연사
astronaut 우주 비행사
be characterized by ~이 특징이다,

~이라는 특징이 있다
feature 특성, 특징
engage in ~을 하다, ~에 참여하다
intimate 친밀한
exchange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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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e 시작하다
isolated 고립된, 홀로 존재하는
personal history 개인의 이력
distinct from ~과는 완전히 다른
bystander 관계없는 사람, 구경꾼
simply (부정문에서) 전혀
involve 의미하다, 수반하다
turn down ~을 거절하다
strategy 전략
be derived from ~에서 비롯되다
expectation 예상
initial 최초의
propose 제안하다
talk ~ out of ... ~을 설득하여 …하지 못하게 하다
price tag 가격표
delay 지연
decline 거절하다
order 주문하다
beverage 음료
immediately 즉시
duke 공작
dean 수석 사제, 학장
stake 내기
sixpence 6펜스(영국의 옛 은화)
reply 대답하다
make a fuss 야단법석을 떨다
go to the trouble of -ing 수고스럽게[번거롭게] ~하다
guinea 기니(영국의 옛 금화)
depart 떠나다, 출발하다
conserve 아끼다
argue 주장하다
authoritative 권위적인
biography 전기
autobiography 자서전
resist 반대하다, 거부하다
notion 견해, 개념
put oneself in ~에 개입하다
narrative 이야기
admit 인정하다
subject 대상, 제재
treatment 표현법, 처리
construct 구축하다, 구성하다
nationality 국적, 국민성
drama critic 연극 평론가

might well 아마도 ~할 것이다
composer 작곡가
chemist 화학자
architect 건축가
profession 직종, 직업
result in ~으로 이어지다, ~을 초래하다
function 직무, 기능
contradict (~에) 모순되다
coherent 일관성 있는
institutional 조직[기관]의, 제도상의
parking meter 주차료 징수기
nursery 묘목장, 육아실
street planting 가로수 식수
facility 시설
entity 독립 부처, 독립체
municipality 지방 자치 당국, 시 당국
contract ~ out to ... ~을 …에게 일거리로 맡기다
operational division 운영 부서
supervisor 감독관
regulator 단속 담당관
local authority 지방 정부 당국
integrated 통합적인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inactive 소극적인, 활동적이지 않은
correlation 상관관계
wire (전)선, 철사
weird 기묘한
physics 물리학
profound 깊은, 엄청난
transformation 변화
psychiatrist 정신과 의사
give off ~을 발산하다
magnetize 끌다, 자기를 띠게 하다
negativity 부정적인 성향
rage 분노
subtle 미묘한
transmitter 전송기
moral 교훈
hover over ~위를 맴돌다
impact 영향을 미치다
sphere 권, 영역
rob ~ of ... ~에게서 …을 빼앗다
species 종
mammal 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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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 of ~으로 구성되다
mutual 상호의, 공동의
agreement 합의
initial 최초의, 처음의
encounter 만남, 접촉
back down 물러서다, 굴복하다
companionship 친분 관계
dominate 지배하다
dominance 지배
hierarchy 계급
modern 현대의
usage 언어 용법, (언어의) 관용법
linguistic irony 반어적 표현
refer to ~을 의미하다[나타내다]
speech incident 발화
contrary to ~과 상반되는[대조적인]
literal 문자 그대로의
interpretation 해석
catch on (to) (~을) 알아듣다[이해하다]
appreciate 이해하다
acquisition 습득
unsophisticated 단순한, 순진한
statement 진술
give oneself away 정체를 드러내다
playfulness 장난
all the + 비교급 그만큼 더 ~한
possess 갖추다, 소유하다
analytical 분석적인
reasoning 추론
critical 비판적인
accountant 회계사
full complement 완비,

전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
apply 적용하다
major 전공자
suggest 말하다, 제안하다
justify 정당성을 증명하다
state 말하다
approximately 약, 대략
mutually 상호 간에, 서로
unintelligible 이해할 수 없는
imply 의미하다, 암시하다
syntax 통사 구조, 통사론
by way of contrast 대조적으로

noticeably 현저히
ambiguous 모호한
Implicit 암시적인
heavily 매우
derive 도출하다
strive to do ~하기 위해 노력하다
beat around the bush 둘러말하다
linguistic style 언어 표현 방식
explicit 명시적인
surpass 능가하다
in terms of ~의 면에서
purely 순전히, 전적으로
monumental 기념비적인
come very close to ~에 매우 근접하다,

거의 ~할 뻔하다
monumentality 기념비성
massiveness 거대함
admittedly 인정하건대 , 분명히
have nothing to do with ~과 아무 관련이 없다
sculpture 조각
constitute 구성하다
war memorial 전쟁 기념비
mountain range 산맥
across 폭으로, 지름으로
carve 새기다, 조각하다
implication 영향, 결과
determinant 결정 요인
suffer from ~으로 고통 받다
obesity 비만
diabetes 당뇨병
carry out ~을 시행하다, ~을 완수하다
massive 광범위한
continent 대륙
breast-fed 모유를 먹인
startling 깜짝 놀랄 만한
measure 측정하다
progress 발달
formula milk 조제분유
transfer 옮기다
in an attempt to do ~하기 위한 시도로
obese 비만의
physiologist 생리학자
calling 소명
normally 보통 때는,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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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able 이성적인
(as) slow as molasses 매우 느린
distort 왜곡하다
estimate 어림잡다
plot (그래프를) 그리다, (좌표를) 나타내다
linear 선형의
laboratory 연구실
artificially 인위적으로
unjustifiably 가당찮게, 이치에 맞지 않게
analyze 분석하다
collaborative 협력적인
encourage 격려하다, 권장하다
construct 만들다, 구성하다
retain 간직하다
evident 분명한
misdeed 비행
counterpart (동일한 자격의) 상대방
emerge from ~에서 나오다
co-narration 함께 하는 이야기
Conceptualization 개념화
moral character 도덕적 품성
self-favorability 자기 편애
bias 편향
portray 묘사하다
in a positive light 긍정적인 관점으로
concern ~에 관한 것이다, 관련되다
acknowledge 인식하다, 인정하다
at the same time 그와 동시에
make light of ~을 가볍게 다루다
drift 표류하다
current 해류
hang on 꽉 붙잡다
ease 잠잠해지다
shore 해안
terrifying 무서운
mountainous 엄청나게 큰
grip 붙잡다; 움켜잡음
nod 고개를 끄덕이다
shallows 얕은 물
be bursting with ~이 (터질 듯이) 가득 차다
be on one’s feet 똑바로 서다
paddle 손으로 물을 젓다, 노를 젓다
risk one’s own life 자신의 목숨을 걸다
drowning 물에 빠진

secure 안심

실전 2회
wholesaler 도매업자
leather goods 가죽 제품
expand 확장하다
trade organization 무역기구
represent 대표하다
in particular 특히, 각별히
specification 명세서
mutually beneficial 상호 이익이 되는
gracious 친절한
assist 조력하다
locate 찾아내다
supplier 제품 공급업자
backpack 배낭
row 노를 젓다
plain 분명한, 소박한, 평범한
adventure 모험
admit 인정하다
untie 풀다
dock 선착장
anchor 닻
pant 헐떡거리다
pat 토닥거리다 , 가볍게 치다
whine 낑낑거리다
object 대상
take into account ~을 고려하다
evaluation 평가
interpretation 판단, 해석
appraisal 평가, 감정
offended 기분이 상한
perception 지각
perspective 인식, 관점, 시각
consequence 결과
register 나타내다
mutual 서로의, 상호 관계가 있는
reaction 반응
divert 딴 데로 돌리다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interpersonal 사람과 사람 사이의
mathematician 수학자
procedure 절차
mechanically 기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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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ve 노력하다
well-intentioned 선의의
claim 주장
accessible 이해하기 쉬운, 접근하기 쉬운
Calculus 미적분학
informally 약식으로
definition 정의
logically 논리적으로
recognize 인지하다
psychological 심리(학)적인
place emphasis on ~을 강조하다
organism 유기체
perception 인지
evaluation 평가
potential 잠재적인
pose 제기하다
stimulus 자극
threat 위협
impose 부과하다
exceed 초과하다
physiological 생리적인
behavioral 행동의, 행동에 관한
in nature 본질적으로
define 정의하다
variable 변수
transaction 교류, 거래
assume (사실일 것으로) 추정[상정]하다
accumulation 축적
organic form 유기적 형태
well-recognized 잘 인식된
population 인구 (집단)
intake 섭취량
equivalent 동등한
simultaneous 동시에 존재하는
counteract ~의 효과를 줄이다[없애다], 중화하다
toxic 독성의
sealer 바다표범 잡이
marine food 수산물
exceed 초과하다
concentration 농도
clinical 임상의
intoxication 중독
toxicity (유)독성
be attributed to ~덕분이라고 생각되다, ~ 탓으로 돌려지다

consume 섭취하다
crop 농작물
rate 평가하다
gap 차이
performer 연주자
quit 그만두다
pursue 추구하다
full-time 전 시간 동안
awestruck 위압당한
grandeur 웅대함
beg 간청[애원]하다
capture (필름 등에) 담다
splendor 장대함
decline 줄어들다
snap 스냅 사진을 찍다
keeper 관리인
bulletin 회보
photography 사진 촬영
pastime 취미, 소일거리
medical 의료의
appointment 예약
contact center 고객 센터
outpatient 외래 환자
clinic 진료실, 진료소
in the meantime 그동안
contact 연락하다
toll free 수신자요금부담 전화
option 선택할 수 있는 것
staff 직원
virtual 가상의
concern 걱정
address 처리하다
nurse practitioner 임상 간호사
symptom 증상
introduction 입문 (과정), 서론
accommodation 숙박 (시설), 적응, 조정
established 상설의, 입증된, 확립된
instruction 지도, 수업
itinerary 여행 일정(표)
equipment 장비
insurance 보험
full payment 전액 납부, 완불
refundable 환불 가능한
departure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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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al 관찰의, 관찰상의
emphasize 강조하다
principle 원칙, 원리
informed consent 고지에 입각한 동의
setting 환경
obligation 의무
conduct 수행하다, 실행하다
remove 배제하다, 없애다
participant observer 참여 관찰자
extent 정도
conservation (자연) 보전, 보호
preservation 보존
establish 설정하다, 세우다
financial 재정의, 금융의
costly 비용이 드는, 비싼
natural amenity 자연이 주는 쾌적한 환경, 자연의 쾌적성
exploit (부당하게) 이용하다, 착취하다
livelihood 살림살이, 생계
resident 거주자, 주민
mutual 상호의, 공통의
utilitarian 실용적인; 공리주의자
elusive 보이지 않는, 파악하기 어려운
fragrance 향기, 향수
recurring 되풀이되는 , 거듭 발생하는
vigor 활력, 활기
immortality 불멸, 불후
seduce 꾀다, 유혹하다
exploit 활용하다, 착취하다
commemorate 기념하다, 기리다
triumph 큰 성공, 승리
accompany 동행하다
spice 향신료, 양념
beverage 음료
harvest 추수하다, 거둬들이다
delicate 우아한, 섬세한
evoke 불러일으키다
weave 직조하다, (옷감을) 짜다
textile 직물
fertilized 수분된, 수정된
unique 고유한, 독특한
property 속성, 특징
example 사례
extremely 매우, 극도로
composer 작곡가

full-scale 완전한, 실물 크기의
cohesiveness 결합력, 응집성
stylistic 양식상의, 문체의
resistance 거부(감), 반대, 저항
intense 강렬한, 강력한
fantasy 환상, 공상
undermine 손상시키다
devalue 평가 절하하다
enthusiast 열광적인 팬, 열렬한 지지자
attribute 특성, 속성
feature 특징
thrill 전율; 흥분시키다
assess 평가하다
merit 장점
detrimental 유해한, 해로운
establishment 확립, 설립
linkage 연계, 연관
subject-matter 제재(의), (표현의) 주된 대상
autonomy 자율성
isolation 분리, 격리
constitute 구성하다
aspect 측면, 양상
symbolic 상징적인
content 내용
formal element 형식 요소
contribute to ~에 기여하다, ~에 공헌하다
expressive power 표현력
reflect 반영하다, 반사하다
original dose 초기에 겪은 것, (약의) 최초 투여량
grossly 심하게
exaggerate 과장하다
competent 유능한, 능력이 있는
reentry 다시 들어가기, 재입국
shatter 산산조각을 내다, 산산조각이 나다
by-product 부산물
adjustment 적응, 조정
host culture 현지 문화
cleanliness 청결
painfully 가슴 아프게, 괴로운 듯이
engage in ~에 참여하다
informed 교양 있는, 유식한
rushed 서두르는, 성급한
impersonal 인간미가 없는, 냉담한
bilingual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의



2019 수능완성 어휘(실전 1회-5회) 고등부 영어 학습 자료

http://www.engs.blog

strike 파업
stress 강조하다; 스트레스 , 강세
command (언어의) 구사 능력, 명령; 명령하다
pronunciation 발음
presence 있음, 존재
restricted 한정된, 제한된
sentence pattern 문장 형식
unambiguously 명료하게
circumstance 상황, 환경
fluently 유창하게
nominal 명목상의
panic 극심한 공포, 허둥대기
eliminate 없애다
fuel-efficient 연료 효율이 좋은
illustrate 분명히 보여 주다, 실증하다
incentive 외적 자극, 동기
adjustment 조정, 적응
petroleum 석유
drilling 시추, 구멍 뚫기
intensify 강화하다, 심화시키다
oil field 유전
exhaust 고갈시키다 , 지치게 하다
architectural 건축의
enterprise 사업, 회사
account for ~을 차지하다, ~을 설명하다
energy load 에너지 부하
reliance 의존
artificial light 인공조명
saving 절약
assign 배정하다, 부과하다
circulation space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동선 공간
occupy 차지하다, 점유하다
secondary 부차적인, 이차적인
storage 저장
deep-plan 주의 깊게 만든
depth 안길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의 길이 혹은 깊이)
displace 대체하다, 대신하다
in the order of 대략 ~ 정도의
authentic 진짜의, 진실한
limitation 한계, 한도
performer 공연자
composer 작곡가
interpret 해석하다, 분석하다
marking 표시, 무늬

intention 의도
adhere to ~을 충실히 지키다, ~을 고수하다
challenge 어려움, 도전
vocal 발성의, 목소리의
deficiency 결함, 부족
draw attention away from ~으로부터 주의를 딴데로 돌리다
critically 매우, 비판적으로
appropriate 어울리는, 적당한
manifest oneself 드러나다
inform 영향을 미치다, 알아내다
intersect 교차하다, 가로지르다
decisive 명백한
entail 수반하다
intimate 정통한, 친밀한
involvement 개입, 관여, 관련
participation 관여, 참여, 참가
domain 영역, 범위
description 서술, 묘사
perception 인식, 인지
direction 방향, 경향
integrity 본연의 모습
connectedness 연관성
bare minimum 최소한의 것
reflect 반영하다, 나타내다
affection 애정
propriety (행동의 도덕적, 사회적) 적절성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content knowledge 내용 지식
yield (이익 등을) 내다, 산출하다, 양보하다
cognition 인지
framework 틀, 근간
interplay 상호 작용
emerge from ~에서 나오다
application 적용
fundamental 기본적인, 기초적인
novel 새로운
potential 잠재력; 잠재적인
normative 표준적인, 표준을 따르는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innovative 획기적인, 혁신적인
progress 진전, 발전
modify 변형하다
manipulate 조작하다, 다루다
ultimately 결국,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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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d 굴레, 끈, 유대
unsigned 음반 회사와 계약하지 않은, 서명이 없는
self-professed 자칭의
title 칭호, 직함
pay attention to ~에 주의를 기울이다
deem 여기다, 생각하다
gatekeeper (자원이나 기회의 사용자를) 결정하는 사람
endorse 보증하다, 지지하다, 승인하다
classify 분류하다
associated with ~과 연관된
label 음반사, 딱지, 꼬리표
attractive 매력적인
gush out 콸콸 흘러나오다
frost 서리
tease 놀리다
covered with ~으로 덮인
lick 핥다
be stuck fast 꽉 달라붙다
barn 외양간, 헛간
be anxious to do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dipper 국자
loosen 풀다, 벗기다, 느슨해지게 하다

실전 3회
enclose 동봉하다
refund 환불
clown 광대
go out of one’s way to do 무리하게[굳이] ~하다
frightful 무시무시한
steer away from ~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다
terror 공포
soil oneself (완곡하게) 옷에 대변을 지리다
landscape 풍경
spectacular 장관을 이루는
rolling 완만하게 기복이 있는
patchwork 여러 조각[부분]들로 이뤄진 것
boundary 경계선, 경계
unsurpassed 비길 데 없는, 탁월한
climactic 절정의
incomparable 비할 데 없는
overlook 내려다보다
overcome 압도하다
intervention 개입
wilderness 손대지 않은 자연

conservation 보호, 보존
pull the rug from under one’s feet

~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다
opposite 정반대
temporary 일시적인
foothold 발판
dominate 우세하다, 지배하다
penetration 침투, 침입
toxic 독성의
alternative 대안
application 적용
ingenuity 창의력
comparable 비슷한
reject 거부하다
set the record straight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 잡다
deny 부인하다
viable 실용적인
ozone-depleting 오존을 고갈시키는
refrigeration 냉장
pesticide 살충제, 농약
comment 의견을 말하다
seasoning 양념
mouthful 한입 가득
oddly 이상하게도
cylinder (펌프·엔진의) 기통, 실린더
gas mileage 연비(가솔린 1갤런당 주행 마일 수)
ownership 소유, 소유권
generation 세대
millennial 밀레니얼 세대(대략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출생한 세대)
generation X X세대(대략 1960년대 초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
baby boomer 베이비붐 세대 (대략 1946년에서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
silent generation 침묵의 세대(대략 1920년대 중반에서

1940년대 초중반에 출생한 세대)
resolve 해결하다, 결심하다
composition 작문
hygiene 위생학
semester 학기
mentor 스승, 지도자
chemistry 화학
devote oneself to ~에 전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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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up ~을 보충하다
fulfill 이수하다, 완수하다
administration 행정처, 집행부
aerospace engineering 항공 우주 공학
construct 조립하다, 세우다
descent 하강
hot air balloon 열기구
obstacle 장애물
supplies 물품, 공급품, 비품
registration 등록
annual 연례의
nutritious 영양가 있는
combination 조합
sweetener 감미료
submit 제출하다
notify 통지[통보]하다
celebrated 유명한
shift 변화
freshwater 민물(의), 담수(의)
saltwater 해수(의), 바닷물(의)
cod (어류) 대구
haddock 해덕(대구와 비슷하나 그보다 작은 바닷고기)
herring 청어
combination 결합, 조합
urbanization 도시화
freefall 급락, 자유 낙하
agriculture 농업
fell 벌채하다, 나무를 베다
plough 경작하다, 쟁기로 갈다
erosion 침식
sluggish 느릿느릿한
salmon 연어
migrate 이동하다
construction 건설
corn mill 제분기
block 막다
fishery 어장, 양식장
collapse 붕괴되다
landscape 경관, 조망, 지형, 풍경
ecology 생태학
composed of ~으로 구성된
counterpart 대응 관계에 있는 사람[것]
be accustomed to ~에 익숙해 있다
refinement (작은 변화를 통한) 개선

coupled with ~과 결합된
suburban 교외의
contributor (논문·기사 등의) 기고자, 기여자
crystallize 확고해지다
settlement 정착(지)
immediately 즉시
take offense 화내다
recess 휴식 (시간)
youngster 아이, 젊은이
courtyard 안뜰
within one’s grasp 이해할 수 있는
beam 활짝 웃다
lad 소년
lifelike 실물과 똑같은
blurry 흐릿한
fleeting 찰나의, 잠깐 동안의
vivid 생생한
sharp 선명한
unintentionally 의도치 않게
choke 숨이 막히다, 질식하다
overwhelming 어마어마한 , 압도적인
last leg (경주의) 마지막 구간
counterproductive 역효과를 낳는
adjust to ~에 적응하다
unbearable 참을 수 없는
persistence 지속, 존속
uncertainty 불확실성
lofty 고귀한, 고상한
accomplishment 업적, 공적
passage 구절, 통과, 이동
meditation 명상
something of 다소, 어느 정도
respond to ~에 대응하다
dwell on ~을 깊이 생각하다, ~을 숙고하다
swiftness 빠름
departure 떠남
substance 물질
perpetual 영구적인
scarcely 거의 ~ 않는
infinite 무한한
gulf 심연, 간격
vanish 사라지다
distressed 고통 받는
take ~ hardly ~을 가까스로 견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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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ing 영속적인
composer 작곡가
stroke 뇌졸중
sensory 감각의
bullet wound 총상
extensively 광범위하게
impair 훼손[손상]하다
spatial 공간의
grossly 심하게, 지독하게
distort 왜곡하다
fragment 산산이 부수다
convey 전달하다
literal 문자 그대로의
engage in ~에 관여하다
associative 연상의
imaginative 창의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subjective 주관적인
reliance 의존
notation (수학·과학·음악에서의) 표기법
extraordinary 대단한, 비범한
composer 작곡가
architect 건축가
dictate 지시[명령]하다, 영향을 끼치다
blueprint 청사진, (자세한) 계획
score 악보
execute 수행[실행]하다
come into being 태어나다, 생성되다
performance 연주, 수행, 실행
conductor 지휘자
demanding 힘든, 요구가 많은
instrumental 기악의, 도구의
coordinate 조화를 이루게 하다, 편성[조직화]하다
desirable 바람직한
threaten 위협하다
punish 벌하다
athlete 운동선수
opponent 상대방
golden rule 황금률, 행동의 기본 원리
victim 희생자, 피해자
procedure 절차, 방법
empathy 공감, 감정 이입
self-esteem 자존감
morality 도덕(성)
apply 적용하다

internalize 내면화하다
sportsmanship 스포츠맨 정신
consideration 배려, 고려
uncultivated 경작되지 않은
panorama 전경(全景)
dotted with ~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산재해 있는
wipe out ~을 전멸시키다
rival 경쟁 상대
game 사냥감
reindeer 순록
overtake 따라잡다
prey 먹잇감
haul (아주 힘들여) 끌다
vulnerable 공격받기 쉬운, 취약한
struggle 애쓰다
glide 미끄러지다
ideal 이상적인
spear 창
bow and arrow 활과 화살
enterprise 일, 사업
mercilessly 인정사정없이 , 무자비하게
exploit 이용[활용]하다, 착취하다
temperature 온도
absolute 절대적인
height 키
obvious 분명한
alternative 대안
relative to ~과 비교하여, ~에 비례해서
accuracy 정확성
extremely 대단히, 극히
dense 촘촘한, 빽빽한
warming 온난화
by nature 본래, 천성적으로
accumulative 누적되는
subject 과목
process 과정
valid 유효한, 타당한
be perceived as ~으로 인식되다
convey 전달하다
instructional 교수의, 지도의
closed 폐쇄적인, 닫혀 있는
expose ~ to ... ~에게 ... 을 접하게 하다
potential 잠재력
humanize ~을 인간미 있게 만들다, ~을 인간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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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ing act (이해관계가 얽힌 개인·단체 사이의) 균형 잡기
aura (어떤 사람이나 장소에 서려 있는 독특한) 기운
superiority 우월성
brag about ~을 자랑하다
status 지위
persona (한 개인의) 모습
conception 관념, 개념
composition (음악·미술·시) 작품
acknowledge 인정하다
testify to ~을 증명하다, ~의 증거가 되다
patronage (예술가에 대한) 후원
widespread 널리 퍼진
context 상황, 정황, 배경
monument 기념물
overshadow 가리다, 무색하게 하다
conceal 감추다
effectively 사실상, 효과적으로
immense 거대한
tombstone 돌무덤
burial 매장
be indicative of ~을 나타내다
structure 구조(물)
significance 중요성, 의미
portrait 초상화
unfavorable 호의적이지 않은
core 핵심(의)
characteristic 특징
dynasty 왕조
construction 건설
resume 이력서
screening interview 적격 심사 면접
anxious 간절히 바라는, 열망하는
eagerness 열성, 열의
headquarters 본사
annual report 연례 보고서
flip through ~을 휙휙 바꾸다[넘기다]
in one’s faith 성심성의껏
practice 부서, 사무실
strategy 전략
operation 영업, 운영
M&A (= merger(s) and acquisition(s)) 기업 인수 합병
branch (office) 지점, 지사
location 위치, 장소
senior manager 고위 간부

as well 역시, 또한
exhaust 다 쓰다, 고갈시키다

실전 4회
maintenance 유지 보수
call for ~을 요청하다
attached 첨부된
log 일지, 기록
callback 답신 전화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는
run down 다 되다, 멈추다
go wild 열광하다
caption (사진이나 그림의) 설명, 캡션
specific 특정한, 한정된
read ~ into ... ...에 ~의 의미를 부여하다
corrupt 훼손하다, 변질시키다
idiom 관용구
connotation 함의, 함축된 의미
be associated with ~과 연관 지어지다
close at hand 쉽게 손닿는 곳에, 가까운 곳에
reference 참조, 언급
Misinterpretation 오역, 오해
instability 불안정성
convey 전달하다
extract 끌어내다, 추출하다
presumption 추정
discipline 학문 분야, 학과목
albeit 비록 ~일지라도
peculiar 특유의, 고유의
trivial 하찮은
objectivity 객관성
distinct 독특한
suited to ~에 적합한
sole 단 하나의, 유일한
standpoint 관점
concrete 구체적인
witness 목격하다; 목격자
valuation 평가
seamount 해산(海山)
oceanic trench 해구(海溝)
reconstruct 재구성하다
draw on ~을 이용하다, ~에 의지하다
condition (조건 반사를 일으키도록) 훈련시키다
run head-on into ~에 정면으로 충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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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nct 본능
reward 보상하다, 상을 주다
frequency 빈도
overpower 압도하다
relative low income 상대적인 저소득
switch 바뀌다
domestic dog (wild dog와 대비하여) 집개
bushy 복슬복슬한 , 털이 많은
patchwork 조각보(각 색의 헝겊 조각을 잇대서 만든 세공품)
distinctive 뚜렷한, 독특한
odor 냄새, 악취
utter (소리 따위를) 내다, 말하다
archaeology 고고학
register 등록하다
nonrefundable 환불되지 않는
camper 캠프 참가자
objective-based 목표 기반의, 특정한 목표에 맞춘
challenge 도전 과제, 해 볼 만한 일
house 장소를 제공하다
engage in ~에 관여하다, ~에 참석하다
attend to ~에 주의를 기울이다
adapt 조정하다, 순응하게 하다
expertise 전문성
countless 많은, 셀 수 없는
occasion 기회, 경우
nonproficient 능숙하지 않은
mimic 모방하다, 흉내 내다
deliberate 계획적인, 신중한
framework 체계
automaticity 자동성
sophisticated 정교한
strategy 전략, 계획
cue 단서, 암시
integrate 통합하다
cost/benefit equation 비용편익 방정식(투입된 비용과

그 결과로 얻은 이익에 관한 수식)
balance 수지를 맞추다
pollen 꽃가루
costly 비용이 많이 드는, 대가가 큰
reproduction 번식
attract 끌어들이다
motivated 동기가 부여된
accomplish 완수하다
derive 얻다, 이끌어 내다

coordinator 코디네이터 , 조정자
shift 교대 근무
association 조합, 협회
joyous 매우 기쁜
hug 껴안다
belong to ~의 것이다, ~에 속하다
reward 보답, 대가
permit 허용하다
nurture 양성하다, 육성하다
allow for ~의 여지를 남기다
adaptability 융통성, 적응성
acquire 습득하다
instrument 악기, 도구
score 악보
note 음표
circumstance 상황
outcome 결과
therapy 치료
evolve 발전하다, 진화하다
generally 대개, 일반적으로
differentiate 구별하다
equality 동등함
primarily 주로
interact 상호 작용하다
comparable 비슷한, 비교할 만한
complexity 복잡성
colleague 동료
recognition 인식
attachment 애착
analyze 분석하다
internal 내부의
disgust 혐오감
packed 만원의
crowded 북적이는
inhibit 억제하다, 방해하다
refrain 자제하다
regrettably 애석하게(도), 유감스럽게
perform 성취하다, 실행하다
potential 잠재력
underage drinking 미성년자 음주
reckless 무모한
phenomenon 현상
journalist 언론인
subsequent 이어지는, 뒤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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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intelligence 공간 지능
monotone 단조로운
significantly 상당히, (통계적으로 ) 유의미하게
temporal 시간의
exaggerate 과장하다
misrepresent 잘못 전하다
mature 성숙한
Phase 단계
replace 대체하다
amuse 즐겁게 하다
amaze 놀라게 하다
assistant 비서
workflow 작업 흐름
troublesome 곤란한
remind 상기시키다
fascinating 아주 흥미 있는, 매력적인
termite 흰개미
maintain 유지하다
hive 벌집
mound 개미탑, 흙더미
constancy 지속성
microclimate 미기후(특히, 주변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정 좁은 지역의 기후)
insulation 단열 (처리)
metabolism 신진대사
extinguish 소멸시키다 , 사멸시키다
adjust 조절하다, 맞추다
precisely 정확하게
Scan 살피다, 훑어보다
detect 탐지하다
molecule 분자
hostile 적대적인
accomplish 해내다, 완수하다
threatening 위협적인
release 방출하다, 내보내다
recruit 모집하다, 채용하다
retailer 소매상
in stock 재고로, 비축되어
fashion 방식
bike lane 자전거 전용도로
trail 길
advantage 이점
motorist 자동차 운전자
primary 주요한

mode 방식
transportation 교통수단, 운송, 수송
account for (비율을) 차지하다
urban 도시의
traffic light 신호등
industrialized 산업화된
adjust 감안하다, 조정하다
inconsistency 불일치
expenditure 지출액
statistics 통계(치), 통계학
identify 확인하다
temporal 시간의
margin of error 오차 범위
characterize 특징으로 하다
estimate 추정치
primitive 발달되지 않은, 원시의
baseline (비교의) 기준치
relative 상대적인
amplify 증폭하다
initiative 주도, 계획
standardize 표준화하다
protocol 규약
consumer 소비자
obvious 명백한
impact 영향
commercial 상업적인; 광고 (방송)
venture (투기적인) 사업
exposure (작용·영향 등에) 접함[접하게 함]
materialistic 물질주의적인
ambition 야망
adolescent 청소년기의
emphasis 강조
follow hard on the heels of ~에 뒤이어 곧바로 이어지다
deliberate 의도적인, 계획적인
intimidate 위협하다
opponent 상대편
impractical 비현실적인 , 터무니없는
superiority 우월성
megaton 메가톤(폭발력을 재는 단위)
warhead 탄두
unpredictability 예측 불가능성
evenly 균등하게, 골고루
distribute 분포시키다 , 분배하다
clergy 성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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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poly 독점(권), 전매(권)
cripple 심각하게 손상시키다, 불구로 만들다
So it is that ~그래서 결국 ~이다
render (어떤 상태가 되게) 하다[만들다]
embrace 포용하다
walk one’s dog 개를 산책시키다
encounter 마주치다
attack 공격하다
mixed-breed 혼혈종의
yell 소리치다
swipe 후려치다
glance 흘낏 보다
position 배치하다, ~의 자리를 잡다
back and forth 이리저리
get hold of ~을 잡다, ~과 접촉하다
honk a horn 경적을 울리다
aggressive 공격적인
pose a threat 위협을 가하다

실전 5회
have reference to ~과 관계가 있다
regarding ~에 관하여
appointment 지명, 임명
Sole Selling Agent 독점 판매 대리점
appliance (가정용) 기기
allied 관련된, 동종의
represent 대리하다, 대표하다
reputed 평판이 좋은, 유명한
furnish 제공하다
deposit 착수금
in line with ~에 따라
imaginary 상상의, 허상의
scare the living daylights out of ~을 깜짝 놀라게 하다,

~을 겁주다
drag 질질 끌다
glance over one’s shoulder 뒤를 힐끗 돌아보다
Boo 어이, 우우
leap off ~에서 뛰어내리다
significant 중요한, 상당한
competence 능력, 자격
figure 중요하다, (~일 거라고) 판단하다
accomplished 능숙한, (기예 등에) 뛰어난
devise 고안하다
purposeful 목적 있는, 결단력 있는

engaging 매력적인
manner 방식
organism 유기체
sufficient 충분한
starvation 기아
evolution 진화
filter out ~을 걸러 내다
resourceful 수완이 있는, 자원이 풍부한
pave the way 길을 열어 주다, 상황을 조성하다
variant 변형체, 변종
take hold 장악하다
emergence 출현
in place of ~을 대신하여
instrumental 도구적인, 도움이 되는
even as ~임[함]과 동시에
intrinsic 내재적인
regrettable 유감스러운 , 가여운
psychologist 심리학자
disability 장애
concern 우려, 염려
misdiagnose 오진하다
disorder 장애, 질환
intense 열정적인
engage in ~을 하다
impatient 참을성이 없는
depression 우울
anxiety 불안
be associated with ~과 관련되다
mislabel 잘못 묘사하다
photojournalism 포토저널리즘 , 사진 보도
extensive 광범위한
coverage 보도
comment 논평
editorial 논설의, 사설의
notation 주석, 메모
impose 부여하다, 부과하다
quote 인용하다
illustration 삽화
reaffirm 재확인하다
observations (관찰) 정보[결과]
less than 조금도[결코] ~ 아닌
agenda 의제
urban 도시의
projection 전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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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기록하다, 표시하다
reverse 뒤집다
account for ~을 차지하다
drop 떨어지다
overlook 간과하다
and yet 그럼에도, 그런데도
edible 먹을 수 있는
flavoursome 맛있는, 풍미가 풍부한
adopt 받아들이다 , 채택하다
hardy 튼튼한, 대담한
moist 습한
tubular 관 모양의, 관의
spectrum (빛의) 스펙트럼, 빛띠
cartoon 만화; 만화를 그리다
in person 직접
trick of the trade 비법, 요령
feature 특별히 포함하다
exhibition 전시(회)
trail (오솔)길
Aspiring (장차) ~이 되려는, 포부가 있는
square 광장
descend on ~을 방문하다
set loose 흩어지게 하다
convenience 편의
snowdrop 스노드롭, 갈란투스
flower 꽃이 피다
decade 십 년
plant 심다
refreshments 다과
donation 기부(금)
with consideration for ~을 배려하여
local 지역의
resident 주민
element 구성 요소
comparison 비교
average 일반적인, 평균의
priority 우선 (사항)
have ~ in common ~을 공통으로 가지다
Overlap 겹치는 부분
institution 관습, 제도
societal 사회의
adequately 적절하게
internalized 내면화된
conform to ~에 순응하다

requirement 요건
reinforce 강화하다
printing press 인쇄기
boost 신장시키다
prior to ~이전에
word of mouth 구전
tremendously 대단히
complexity 복잡성
guaranteed 확실한
equivalent 맞먹는
advent 출현
literacy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scroll 두루마리
incredible 엄청난
monk 수도승
transcribe 필사하다
filled with ~으로 가득한
emigrate 이민 가다
current 현재의
address 주소
reply 답장, 응답
contain 담다
look in ~을 들여다보다 , ~을 찾아보다
school 학파
literary criticism 문학 비평
response 반응
prior to ~이전에
letter 문자, 글자
Physical 물리적인, 신체적인
visible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passive 수동적인
collaborate 협력하다, 공동으로 작업하다
generate 생산하다, 만들다
static 정적인, 움직임이 없는
framework 틀, 뼈대
determine 결정하다
presentation 발표, 제시
coach 지도하다; 코치
rehearse 연습하다, 리허설하다, 되풀이하여 말하다
performance 실행하기, 실행, 공연
public speaking 대중 연설
pragmatic 실용적인
correct 수정하다, 고치다.
contribute to ~에 기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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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chment 풍부하게 함, 강화
alienated 소외된
narcissistic 자기도취증에 빠진
preoccupied with ~에 집착하는
remodel 개조하다
identity 정체성
universe 우주
integrate 통합하다
meditation 명상
validity 정당성, 타당성
attain 얻다
insight 통찰
instrument 악기, 도구
tremendously 엄청나게
awfully 매우, 몹시
deficiency 부족, 결핍
woodwind 목관 악기
brass 금관 악기, 놋쇠
accurate 정확한
recording 녹음, 녹음된 것
palette 색조
engaging 흥미를 끄는, 매력적인
institutional 기관의, 제도의
encyclopedia 백과사전
cyberspace 가상공간
scores of 다수의
device 기기, 장치
presence 존재
challenge 도전하다
dismiss 묵살하다, 해산하다
appreciate 감상하다
spectator 관객, 관중
access 이용, 접근
prompt 촉구[촉발]하다
electronic communication 전자 통신
arise from ~에서 생기다
income 소득, 수입
reorganize 개편하다
in the face of ~에 직면하여
eliminate 없애다, 제거하다
incentive 의욕, 동기
redistribute 재분배하다
intervention 개입, 간섭
hardship 어려움, 역경, 고난

chronically 만성적으로
circumstance 상황, 형편
support oneself 스스로를 부양하다
evolution (점진적인) 발전
artifact 인공물, 공예품
pervasive (구석구석) 스며[배어]드는
implement 이행[수행]하다
correspond with ~과 일치[부합]하다
a cluster of 일단의
institution 제도, 기관
a host of 많은
infrastructure 사회 기반 시설
distribution 분배, 배분
bundle 묶음, 다발
cross-enhancing 교차 상승을 일으키는
in terms of ~의 관점에서
effectively 효과적으로
efficiently 효율적으로
category 범주
gap 차이
demonstrate 입증하다
visual search 시각 검색(시야 내의 여러 대상들

중에서 표적을 찾는 과정)
random 임의의
reasonably 상당히, 꽤
vowel 모음
potentially 잠재적으로
relevant 관련 있는
spot 찾아내다, 발견하다
flaw 결점, 결함
unsealed 밀봉되지 않은
envelope 봉투
gain possession of ~을 손에 넣다
contents 내용(물)
immediate 즉각적인
response 반응
reasoned 논리[조리] 정연한
correspondence 서신, 편지
intended 의도된
recipient 수령인
there is no -ing ~할 수 없다
consume 섭취하다, 소비하다
protein 단백질
primarily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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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n beef 기름기 없는 소고기
evenly 균등하게
distribute 배분하다, 분배하다
synthesis 합성
utilization 이용, 활용
oxidize 산화시키다
intake 섭취
Greek yogurt 유장(乳漿)을 제거한 요구르트
a handful of 한 움큼의
midday meal 점심
no more than 오직(=only)
shed 없애다, 버리다, 흘리다
criticise 비판하다
argue 주장하다, 논쟁하다
incompatible with ~과 양립할 수 없는
fulfillment 충족, 이행
genuine 진짜의, 진실한
irrational 비이성적인
have nothing to do with ~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on offer 제공되는, 살 수 있는
acquisition 구매, 취득
avenue 길, 수단
competitiveness 경쟁력
at the expense of ~을 희생하여
tangible 유형의
reward 보상
divert 다른 곳으로 돌리다, 전용하다
stimulate 활발하게 하다, 자극하다
prosperity 번영
do away with ~을 없애다, ~을 폐지하다
accuse 비난하다
shortsighted 근시안의
brainwash 세뇌하다
go boating 뱃놀이 가다
grab 붙잡다
weight 체중
take turns 교대로 하다
hold on to ~을 꼭 붙잡다
shore 해안
unconscious 의식을 잃은
tow 끌다, 견인하다
award 수여하다; 상
Oval Office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 (방의

모양이 달걀 모 양임)

unclip 핀[클립]을 풀다
clip (옷 등에 꽂는 장식용) 핀
sink 가라앉다
surface 수면, 표면
panic 공포에 빠지다
drown 익사시키다
release 놓아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