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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d Cup 2021
· 수능특강-영어
· 수능특강-영어독해연습
· 수능완성
2021 EBS
수능특강(영어)
어휘 목록

Part I 유형편
1강
01.
accounting 경리, 회계(학)
look to do ~하려고 하다[애쓰다]
promote 승진시키다, 진급시키다
on time 시간을 지키는
obvious 쉽게 알 수 있는, 명백한
the rest 나머지, 다른 사람들[것들]
deserve ~을 받을 만하다, ~할 자격이
있다
02.
leave of absence 휴가
hence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in turn 결과적으로
put ~ on hold ~을 보류하다
fulfill 다하다, 이행하다
tolerate 용인하다, 너그럽게 보아주다
03.
chemistry 화학
major (특정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 (특
정 과목의) 전공가
introductory 입문의, 도입의
coursework 수업 활동
pursue 해나가다, 추구하다
undergraduate 학부생, 대학생
potential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application 응용, 적용
fascinate 매료시키다
utilize 활용하다
flexible 신축성 있는
virtually 거의, 사실상
electrical power 전력
04.
gratitude 감사
insurance policy 보험 증권[증서]
application 신청(서)
approve 승인하다
currently 현재
work on ~에 애쓰다
on hold 보류된
reference 참조, 참고
approval 승인

take out a policy 보험에 가입하다
appreciate ~에 대해 감사하다
2강
01.
foothill 산기슭의 작은 언덕
front (기상) 전선
exposed 비바람을 맞는
hillside 산비탈
make it to ~에 이르다, 도착하다
blizzard 눈보라
slope 산비탈
vegetated 초목이 있는
timbered 수목이 무성한
bare (산 등이) 헐벗은
steep 가파른
slippery 미끄러운
02.
promising 잘 될 것 같은, 기대가 되는
figure 생각하다
bounce back from ~을 딛고 일어서다
devastating 엄청나게 충격적인
shatter 산산이 부수다
stare 빤히 쳐다보다
intention 의사, 의도
03.
innocent 순진한, 천진난만한
against the odds 역경을 무릅쓰고
inherit 물려받다, 상속하다
sensation 느낌
faintly 희미하게
feature 얼굴
circumstance 사정, 형편, 상황
04.
benefit from ~으로부터 도움을 받다, 이
익을 얻다
instantly 즉각적으로, 곧장
fall apart 무너지다
verbalize 말로 표현하다
boundary 한계, 경계(선)
spiral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다,
소용돌이 모양으로 나아가다
supportive 지지하는, 도와주는
minimize 과소평가하다, 경시하다
magically 마법에 걸린 듯이, 마법처럼
demonstrate 보여 주다, 입증하다
understanding of ~에 대해 이해심이 있는
adjust to ~에 적응하다
3강
01.
scorebook 득점 기록부, 스코어 북
spectacular 멋진, 굉장한, 극적인
diving catch (야구) 다이빙 캐치
have game 수준 높은 경기력[기술]을 가
지다
get by 그럭저럭 살아[해]나가다

base hit 안타
all-star (일류 선수·인기 연예인 등) 올스
타 전에 나오는 선수; 스타 총출전의
legendary 전설적인, 아주 유명한
self-respect 자존감, 자존심
02.
irrational 비합리적인
generous 관대한
admire 감탄하다
emotional 정서적인, 감정적인
intellectual 지적인
inspire 고무하다
deed 행동
rugged 다부지게 생긴
personally 직접, 개인적으로
incredible 대단한, 믿기 어려운
sacrifice 희생
ship 수송하다
argument 주장
charm 매력
03.
unique 고유한, 유일한, 독특한
cosmos 우주
theorize 이론화하다
distinguished 저명한
anthropologist 인류학자
surround 둘러싸다
institution 제도
04.
shoe shine 구두 닦기
avail oneself of ~을 이용하다
distinctly 참으로, 정말로
indebted 신세를 진, 빚을 진
even the score 빚을 청산하다
shoe tree 구두의 골
polish 광택제
4강
01.
rite 의례, 의식, 관례
observe 지키다, 준수하다
distinctive 독특한
superficial 무의미한, 피상적인
knit 결속하다
appropriate 적절한
frame of mind 마음(의) 자세, 사고방식
scrub (외과의가) 수술 전에 손을 문질러
씻다; 문질러 씻기
procedure 수술, 절차
prolonged 오랫동안의, 장기간의
open to question 의문의 여지가 있는
advent 등장, 출현
delicate 신중을 요하는, 민감한
undeniable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first officer 부기장, 부조종사
inspection 점검, 검사
destination 목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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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am of light 한 줄기의 빛
a body of 일련의, 일단의
a course of action 행동 방침
a fly in the ointment 허점
a good deal of 많은 양의
a great deal of 많은, 다량의
a great deal of 많은, 다량의
a great deal 많음, 다량
a handful of 소수의
a range of 다양한
a range of 아주 다양한
a range of 여러, 다양한
a reasonable body of 방대한 양의
a series of 일련의
abide by ~을 따르다
ability 기량, 능력
abnormal 비정상적인
abnormal 비정상적인
abnormally 비정상적으로
abound 아주 많다, 풍부하다
abrupt 갑작스러운
absolutely 절대적으로
absorb 빨아들이다, 흡수하다
absorb 빨아들이다, 흡수하다
absorb 흡수하다
absorb 흡수하다
absorb 흡수하다
abstract 추상적인
abstraction 추상 관념, 추출
abstraction 추상화, 추상적 개념
absurd 터무니없는, 부조리한
abundance 풍부함
abundant 많은, 풍부한
abundant 많은, 풍부한
abundant 풍부한
academic 대학 교수
academic 학문적인
academician 학자
accelerate 가속하다
accelerate 속력이 더해지다, 빨라지다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acceptance 수용, 받아들임
access code 접속 코드
access to ~에의 접근
access 이용, 접근
access 이용, 접근
access 이용하다, 접근하다
access 접근
access 접근(권)
access 접근, 이용
access 접근, 접속
access 접근하다
access 접속하다
accessibility 접근성
accessible 사용할 수 있는
accessible 쉽게 구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accessible 얻기 쉬운, 활용 가능한

accessible 이용 가능한
accessible 접근하기 쉬운
accidental 우발적인, 우연의
accidental 우연한
accommodate 수용하다
accommodate 수용하다
accommodation 거처, 숙소
accommodation 숙소, 숙박 시설
accompaniment 수반되는 것
accompany ~와 동시에 일어나다, 동반하다
accompany 동반하다
accompany 수반하다, 동반하다
accomplish 성취하다
accomplish 성취하다
accomplish 이루다
accomplished 기량이 뛰어난, 재주가 많은
accomplishment 성과, 성취, 업적
accord 협정, 합의
accordingly 그에 따라
accordingly 그에 맞추어
accordingly 그에 맞추어
accordingly 그에 맞춰, 그에 따라
account for (부분·비율을) 차지하다
account for ~을 설명하다
account for ~을 차지하다
account for ~을 차지하다, ~에 해당하다
account for ~의 비율을 차지하다
account 설명
account 설명, 계좌
accountable (행위 등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accounting 경리, 회계(학)
accumulate 모으다, 축적하다
accumulate 축적하다
accumulate 축적하다
accumulate 축적하다
accumulated 축적된
accumulation 축적
accuracy 정확성
accuracy 정확성
accuracy 정확성
accuracy 정확성
accurate 적확한, 정확한
accurate 정확한
accurate 정확한
accurate 정확한
accurately 정확하게
accurately 정확하게
accuse 고발하다
accuse 비난하다
accuse 비난하다, 기소하다
accused of ~이라는 이유로 비난받는
accustomed to ~에 익숙한
accustomed 익숙한
achievement 성과, 업적
achievement 성취
achievement 성취, 업적
achievement 업적, 성취
achievement 업적, 성취, 달성
acidify 산성화하다

acidity 산성도
acknowledge 인정하다
acknowledge 인정하다
acknowledge 인정하다, 시인하다
acknowledgment 인정
acoustic instrument (전자 장치를 사용하
지 않는) 어쿠스틱
악기, 비전자 악기
acoustic 음향의
acoustical 음향의, 청각의
acoustically 음향적으로, 청각적으로
acquire 손에 넣다, 획득하다
acquire 습득하다
acquire 얻다
acquire 얻다
acquire 얻다, 획득하다
acquire 취득하다, 얻다
acquire 획득하다
acrobat 곡예사
act out ~을 실연하다
act upon ~에 영향을 미치다
activate 활성화하다
active 능동적인
acute 예리한, 급성의
adapt (건물·기계 등을) 개조하다, 적응시
키다
adapt (새로운 상황에 따라) 바꾸다, 적응
시키다
adapt 맞추다, 조정하다
adapt 적응하다, 맞추다
adapt 적합하게 하다, 조정하다
adapt 조정하다, 맞추다
adaptation 적응
adaptation 적응
adaptation 적응
adaptation 적응
adaptation 적응
adapter 적응하는 사람
adaptive management 적응 관리
adaptive 적응성의, 환경 순응을 돕는
adaptive 적응적인, 적응성이 있는
add A to B B에 A를 더하다
addiction 중독
addition 추가
additionally 또한
address 다루다
address 다루다
address 다루다, 말하다
address 다루다, 처리하다
address 연설하다
adequate 그만그만한, 그만하면 괜찮은
adequate 적절한
adequate 충분한, 적당한
adequately 적절히
adequately 제대로, 적절하게
adhere 고수하다, 점착하다
adherence 고수
adjective 형용사
adjust ~ to ... ~을 ⋯에 적응시키다
adjust to ~에 적응하다

- 3 adjust 적응하게 하다
adjust 적응하다
adjust 조절하다
adjust 조절하다, 적응하다
adjust 조절하다, 조정하다
adjust 조정하다
adjust 조정하다
adjust 조정하다
adjust 조정하다, 조절하다
adjustable 조절 가능한
adjustable 조절 가능한
administer (약을) 투여하다
administer 시행하다, 운영하다
administer 실시하다, 투여하다
administer 통치하다, 다스리다
administrable 집행할 수 있는
administrative 관리의, 행정의
administrative 관리의, 행정의
administrator 이사, 관리자
administrator 행정가
admirable 존경[감탄]스러운
admirable 존경스러운, 감탄할 만한
admiration 경의, 찬탄
admiration 우러러봄, 찬양, 감탄
admire 감탄하다
admission 인정, 허용
admit of ~의 여지가 있다
admit 인정하다
admit 입학을 허락하다
admittedly 인정하건대
adolescence 청소년기
adolescence 청소년기, 사춘기
adolescent 청소년
adolescent 청소년
adolescent 청소년
adolescent 청소년기의; 청소년
adopt 쓰다, 채택하다
adopt 이용하기 시작하다
adopt 채택하다
adopt 채택하다
adopt 채택하다
adopt 채택하다
adopt 채택하다, 입양하다
adoption 채택
adrenaline 아드레날린(흥분·공포·분노 등
의 감정을 느낄 때 분 비되는
호르몬)
adrenaline-charged 몹시 흥분시키는, 아드
레날린으로 가득 찬
advance 앞당기다, 진척시키다
advance 조장[촉진]하다, 진척시키다
advance 증진하다, 발전시키다
advance 진보, 발전
advance 진전시키다, 진보시키다
advanced 상급의
advantage 이점, 장점
advent 도래, 출현
advent 등장, 출현
advent 출현
advent 출현, 도래

adversary 상대, 적
adverse 부정적인
adversely 부정적으로, 반대로
adversity 역경
adversity 역경, 고난
advertiser 광고주
advise (정식으로) 알리다
advocate 옹호자
advocate 주장하다, 지지하다
advocate 지지자, 옹호자
aerobic exercise 유산소 운동
aesthetic 미적인
aesthetic 미적인
aesthetic 미적인
aesthetic 미적인
aesthetic 미적인
aesthetic 미적인
aesthetic 미적인
aesthetic 미적인
aesthetic 미적인
aesthetic 미적인, 미학의
aesthetic 미학(적 특질), 미적 특질; 미적인
aesthetically 미적으로
aesthetically 미적으로
aesthetics 미적 가치관, 미적 정서 연구
aesthetic 미적인, 미를 살려 만든
affair 일
affair 일, 문제
affect 영향을 미치다
affect 영향을 미치다
affection 애정, 연모
affective 정서적인
affective 정서적인
afflict 괴롭히다
affluent 부유한
afford ~할 여유가 되다
afterlife 사후 세계, 내세(來世)
against the odds 역경을 무릅쓰고
age decline 노화
age 고령화되다; 연령
age-accelerating 노화를 가속하는
age-appropriate 나이에 적합한
agency 광고대행사, (특정 서비스 제공)
사업체
agency 기관
agency 기관
agency 주체성, 주도성
agency 힘, 작용, 대리(권)
agenda (업무의) 예정표, 계획표
agenda 계획, 의제, 안건
agenda 의제, 안건
agenda 의제, 안건
agenda 행동 강령, (단계적 수순을 담은)
계획
aggregate 모으다
aggregator 정보 집계 사이트
aggression 공격
aggression 공격(성)
aggression 공격성
aggressive 공격적인

aggressive 공격적인
aggressive 공격적인
aggressive 공격적인
aggressiveness 적극성, 진취
aggressor 공격자, 침략자
aggressor 먼저 공격한 사람
aging 노화
aglow 환히 빛나는
agree on ~에 동의하다
agree to disagree 의견 불일치에 동의하다
agribusiness 기업식 농업
agricultural chemicals 농약
agricultural 농업의
agricultural 농업의
agricultural 농업의
agriculture 농업
aha moment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
ahistorical 몰역사적인
aid 돕다
aid 돕다, 거들다
aid 보조 도구, 보조물, 도움
aide 보좌관
airwaves 방송 전파, 채널
airwaves 방송 채널, 방송 전파
aisle 길, 통로
akin to ~와 유사한
alarm (깜짝) 놀람, 경악
alert to ~에 방심하지 않는
alert 경고하다, (위험 등을) 알려 주다
alert 정신을 바짝 차린
alertness 경계
alien 외계의
alienation 소외
alienation 소외
align (정밀히) 조정되다
all but 거의
all that 그다지, 그토록
all the better 그만큼 더 좋은, 그럴수록
더 좋은
all the same 그래도, 여전히
allergic to ~을 몹시 싫어하는, ~에 알레
르기가 있는
alliance 제휴, 연합, 동맹
allocation 배분
allotment 배분, 할당
allow for ~을 가능하게 하다
allow for ~을 가능하게 하다
allow for ~을 가능하게 하다[고려하다]
allow for ~을 허락하다, ~을 가능하게 하다
all-star (일류 선수·인기 연예인 등) 올스타
전에 나오는 선수; 스타 총출전의
all-time 사상 최고의, 전례 없는
all-time 전대 미문의, 시대를 초월한
ally 동맹
ally 동맹국
ally 협력자
alone 외로운
alter 바꾸다
alter 바꾸다, 바뀌다
alter 바꾸다, 변경하다

- 4 alter 변화시키다, 변경하다
alteration 변형, 변화
alternative 다른 방도, 대안
alternative 다른, 대체 가능한
alternative 대안
alternative 대안
alternative 대안
alternative 대안
alternative 대안
alternative 대안
alternative 대안(의)
alternatively 그게 아니면
altitude 고도
altogether 완전히
altogether 완전히, 전부 합해
altruistic 이타적인
Alzheimer’s disease 알츠하이머병, 노인성
치매
amaze 놀라게 하다
amazement 깜짝 놀람, 망연자실
ambiguity 모호(함)
ambitious 야심찬
ambivalent 상반된 감정이 공존하는
amphibian 양서류
amusing 재미있는, 즐거운
an array of 다수의
analogy 비유
analogy 유사점
analysis 분석
analysis 분석
analysis 분석
analysis 분석
analysis 분해, 분석
analyst 분석가
analytics 분석학
analyze 분석하다
analyze 분석하다
analyze 분석하다
anatomy 해부학
anatomy 해부학적 구조, 해부
ancestor 조상
ancestor 조상
ancestral 조상의
ancestry (집합적으로) 조상
anchor 정신적 지주, 닻
anchored 기반을 둔, 정착한, 닻을 내린
ancient 고대의
ancient 아주 오래된
and all ~을 포함하여, ~까지
anecdote 일화
anecdote 일화
anesthesiologist 마취과 의사
angle (사물을 보는) 각도, 시각
animal farming 축산
animal shelter 동물 보호소
animate 생기를 불어넣다
anniversary 기념일
annoyed 짜증난
annual 연간, 일 년의
annual 연간의

anonymous
anonymous
anonymous
answerable

익명의
익명의
익명의
설명을 해야 하는 , 책임을 져
야 하는
anthropologist 인류학자
anthropologist 인류학자
anthropologist 인류학자
anthropology 인류학
antibody 항체
anticipate 예견하다
anticipate 예견하다, 예상하다
anticipate 예상하다
anticipate 예상하다
anticipation 기대(감)
anticipation 기대, 고대
antisocial 반사회적인
antisocial 반사회적인
anxiety 불안(감)
anxiety 불안, 걱정, 염려
anxiety 불안감
anxious 불안해하는, 염려하는
apartheid 아파르트헤이트(예전 남아프리
카 공화국의 인종 격리 정책)
ape 유인원
apologize 사과하다
apparatus 장치, 기구
apparent ~인 것처럼 보이는, 명백한
apparently ~인 것 같이, 겉보기로는
apparently ~인 듯하다, 겉보기에는
apparently ~인 듯하다, 겉보기에는 ~이다
apparently 겉으로 보기에
apparently 보기에는, 아마도
apparently 분명히
appeal to ~에 호소하다
appearance 모습
appearance 외관, 외모
appetite 욕구, 식욕
applause 박수갈채
appliance (가정용) 전기 제품, 기구
appliance 제품
applicable 적용할 수 있는
applicable 적용할 수 있는
applicant 지원자
application 신청(서)
application 신청서, 지원서
application 응용, 적용
application 적용
application 적용
application 적용(성), 응용
application 활용, 이용, 적용
application 활용, 적용
applicator 도포용 도구
apply (어떤 목적에) 사용하다, 적용하다
apply (힘·압력·열을) 가하다, 적용하다
apply ~ to ... ~을 …에 적용하다
apply for ~에 지원하다
apply 가하다, 붙이다, 적용하다
apply 바르다
apply 적용하다

appointment book (일정이나 약속 등을
적는) 다이어리, 수첩
appreciate ~에 대해 감사하다
appreciate 가치를 인정하다
appreciate 가치를 인정하다, 감상하다
appreciate 감사하다
appreciate 감사하다, 감상하다
appreciate 감상하다
appreciate 구분하다, 인식하다
appreciate 알다, 이해하다
appreciate 이해하다, 인정하다
appreciate 인식하다
appreciate 환영하다, 고마워하다
appreciation (사람·물건의) 가치를 알기
appreciation (특히 예술가나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
appreciation 감상, 평가
appreciation 사랑하는 마음, 진가를 인정
하기, 감상력, 식별(력)
appreciation 이해
appreciation 진가의 인정
appreciatively 고맙다는 듯이
apprentice 수습생
apprenticeship 도제 (제도)
approach 가까이 가다
approach 다가가다
approach 접근(법)
approach 접근방식
approach 접근법
approach 접근법; 접근하다
approach 접근하다
appropriate 가져다 쓰다, 사용하다
appropriate 적절한
appropriate 적절한
appropriate 적절한
appropriate 적절한
appropriate 적절한
approval 승인
approval 승인, 동의, 칭찬
approve of ~을 좋다고 인정하다, ~을 괜
찮다고 생각하다
approve 승인하다
approved 인정된
approximately 대략, 거의
approximately 대략, 대체로, 거의
approximately 약
approximation 비슷한[가까운] 것, 근사치
apt to ∼하기 쉬운
aquatic ecosystem 수생 생태계
aquatic 수중[수상]의, 물과 관련된
arbitrarily 임의로
arbitrary 임의의
arch 아치, 아치형의 구조물
archaeological 고고학의
archaeologist 고고학자
architect 건축가
architect 건축가
architect 건축가
architecture 건축학, 건축
architecture 건축학, 건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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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기록 보관소
arc-shaped 호 모양의
area 영역
arguably 거의 틀림없이
arguably 거의 틀림없이, 논증할 수 있지만
arguably 거의 틀림없이, 주장하건대
arguably 아마도, 필경
argue 떼를 쓰다, 말다툼하다
argument 논거, 주장
argument 주장
argument 주장
arise 발생하다
arise 비롯되다, 발생하다
arise 일어나다, 발생하다
aristocrat 귀족
arousal 흥분, 각성
arouse 자극하다, 깨우다
arouse 자극하다, 환기시키다
arrange 배열하다
arrange 배열하다, 정렬시키다
arrangement 배열
arranger 편곡자
array 나열, 배열
array 배열, 정렬
arrest 체포하다
arrival 도입
artful 솜씨 좋은
artful 솜씨 좋은, 기교가 뛰어난
article 글, 논문
article 논문, 기사
article 논문, 기사, 물품
articulate 분명히 표현하다
articulate 연계되다, 명료하게 발음하다
artifact 공예품, 인공 유물
artifact 인공 유물, 인공물
artificial 인공의
artificial 인공적인
artificial 인공적인
artificial 인위적인
artisan 장인
artisan 장인, 숙련공
artistic 예술적인
as a consequence 결과로서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as a general rule 일반적으로
as long as ~하는 한, ~하는 동안
as long as~하는 한
as opposed to ~라기보다, 대신에
as such 이와 같이, 그러한 것처럼, 결과
적으로, 그러므로
as with ~의 경우와 같이
aspect 모습, 면, 양상
aspect 측면
aspect 측면, 양상
aspect 측면, 양상
aspirant 큰 포부를 가진 사람
aspiration 열망, 포부
aspiring 장차 ~이 되려는
assembly 모인 사람, 회합

assert oneself 자신 있게 행동하다, 자기
주장을 하다
assert 주장하다
assert 주장하다, 단언하다
assertiveness 자기주장이 강함, 단정적임
assess 평가하다
assess 평가하다
assess 평가하다
assess 평가하다
assess 평가하다
assess 평가하다
assess 평가하다
assessment 평가
assessment 평가
assessment 평가
assessment 평가
assessment 평가
assessment 평가, 판단
asset 자산, 재산
assign (일·책임 등을) 맡기다, 배정하다
assign 배정하다, 할당하다
assign 배치하다
assign 부과하다, 할당하다
assign 부여하다, 배정하다
assign 할당하다, 부여하다
assignment 과제
assist 돕다
assistance 지원, 도움
assistant 보조원
assistant 보조원, 조수
assistant 조수, 조교
assistant 조수, 조력자
assisted living center 요양원
associate ~ with ... ~을 ⋯와 연관시키다
associate with ~와 함께하다, ~와 어울리다
associate 연관시키다
associate 연상하다, 연관시키다
associated with ~와 관련된
associated with ~와 연관된
associated 관련된
associated 관련된
associated 관련된
association 관계, 연관
association 단체
association 연관성
assume 가정하다
assume 가정하다
assume 가정하다
assume 가정하다
assume 가정하다
assume 상정하다
assume 생각하다, 가정하다
assume 생각하다, 추정하다
assume 추정하다
assume 추정하다, 가정하다
assumed name 가명
assumption 가정
assumption 가정
assumption 가정
assumption 가정, 상정, 추정

assumption 가정, 추정
assumption 전제, 가정
assumption 추정, 가정
assumption 추정, 가정
assumption 추정, 가정
assurance 확신, 보장, 확언
assure 확신시키다
astonishing 놀라울 정도의
astonishment 놀라움
astonishment 놀람
astrobiology 우주생물학
astronomy 천문학
astronomy 천문학
at a loose end 할 일이 없는, 뭘 할지 모
르는
at a loss 어쩔 줄을 모르는
at a premium 귀중한, 가치가 큰, 품귀 상
태인
at a single stroke 단박에
at a tender age 어린 나이에
at ease 마음이 편안한
at first glance 처음 흘끗 볼 때, 처음 얼
핏 보기에는
at hand 다루고 있는, 당면한
at intervals 간격을 두고
at most 많아봐야, 기껏해야
at pleasure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at the drop of a hat 즉각, 주저하지 않고
at the hands of ~때문에, ~의 작용으로
at the height of ~가 한창일 때
at the risk of ~의 위험을 무릅쓰고
at the site 현장에서
at work (~을) 하고 있는
athlete 육상 경기 선수, 운동선수
Atlantic 대서양(의)
atmosphere 대기
atmospheric 대기의
atom 원자
atomic 원자의
attach (중요성 등을) 부여하다
attach 부착하다
attach 붙이다
attach 붙이다
attach 붙이다, 부착하다
attach 연관 짓다, 붙이다
attachment 애착
attachment 애착
attack 공격(하다)
attack 공격; 공격하다
attain 성취하다
attain 얻다
attain 얻다
attain 이루다, 달성하다
attempt to ~을 시도하다
attempt to do ~하려고 시도하다
attempt 시도하다
attempt 시도하다
attendance 관람객 (수), 참석
attendance 참석
attentive 주의를 기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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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 태도
attitude 태도
attract 끌어들이다
attract 유인하다, 끌어당기다
attraction 관광지, 명소
attraction 명소
attraction 인기를 끄는 것
attribute ~ to ... ~을 ⋯ 탓으로 돌리다
attribute ~ to ... ~을 ⋯으로 귀속시키다
attribute ~ to ... ~을 …의 결과로 보다
attribute ~ to ... ~을 …의 덕분으로 여기다
attribute 속성
attribute 속성
attribute 속성, 자질
attribute 속성, 특성
attribute 속성, 특성
attributed to ~가 말한[쓴] 것으로 여겨지는
attribution 귀인, 귀속, 귀착시킴
attuned to ~에 익숙한[적응된]
atypical 이례적인
auditorium 강당
auditory 청각의
auditory 청각의
authentic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authentic 진정한
authenticity 진정성
authenticity 진품성, 진정성
authoritarian 권위주의적인
authoritative 권위 있는
authoritatively 권위 있게
authoritatively 위압적으로
authorities 당국
authority (주로 복수로) 당국, 관계자
authority 권위자, 권위
authority 권한
authority 당국, 권위, 권한
authorize 위임하다, 권한을 주다
autograph 사인을 해 주다
autoimmune 자가면역의
automated 자동화된
automatic 무의식적인, 반사적인
automatic 자동적인
automatically 자동으로
automatically 자동으로
automation 자동화
autonomic nervous system 자율 신경계
autonomous car 자율주행자동차
autonomous 자율적인
autonomous 자율적인, 자치의
autonomy 자율성, 자치권
autopilot 자동조정 장치
avail oneself of ~을 이용하다
availability 이용[확보] 가능성, 유용성
availability 활용 가능성
available 구할 수 있는
available 이용 가능한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avenue 수단, 방법
avenue 수단, 방법, 가로수 길

average 평균
average 평균(의)
aversion 반감, 혐오
aviation 항공(술)
avoid 피하다
avoid 피하다
avoidance 회피
avoidance 회피
avoidance 회피
award 시상하다, 상을 주다; 상
award 주다, 수여하다
award 주다, 수여하다; 상
aware 알고 있는
aware 인식하는
awareness 인식
awareness 인식
awareness 인식
awareness 인식
awareness 인식, 자각
awesome 멋진
awesome 멋진
awkward 어색한
awkwardly 어색하게
awkwardly 어색하게
B. A. 문학사 학위(Bachelor of Arts)
baboon 개코원숭이, 비비
back down (주장 등을) 굽히다, 양보하다
back 보증하다, 지지하다
backbone 척추, 등뼈
backdrop 배경
backdrop 배경
backflip 뒤로 공중제비를 넘다; 뒤로 공중
제비 넘기
backing 지원
bacterial domain 세균역
bacterial strain 세균주(細菌株)
badge 신분증, 상징, 표지
badly 형편없이
baggage 낡은 생각[인습], 짐
balance sheet 대차 대조표
balance 균형을 맞추다
ban 금지하다
band 단결하다, 끈으로 묶다
band 무리, 한 무리의 사람들
banquet 연회
bar 금지하다
bare (산 등이) 헐벗은
barefoot 맨발의
barely 가까스로, 간신히
barely 거의 ~ 아니게
barely 거의 ~ 아니게[없이]
bark 소리치다, 고함치다
barrier 장벽
barrier 장벽
barrier 장벽, 장애(물)
barrier 장벽, 장애물
barrier 장애물, 장벽
barter 물물 교환하다
base hit 안타
base 근거지

basic commodities (쌀·밀·옥수수 등의) 기
초 농산물, 기본 필
수품
basics 기본, 기초
basin 분지, 유역
basis 근거, 기초
batter (야구) 타자
battle 전투, 싸움
be a long way from ~와 거리가 멀다
be accustomed to ~에 익숙하다
be addicted to ~에 깊이[푹] 빠지다, ~에
중독되다
be aimed at ~을 목표로 삼다
be attached to ~에 애착[애정]을 갖다
be attributed to ~의 탓으로 돌려지다
be attributed to ~이 만들어 낸 것으로[~
의 작품으로] 여겨지다
be aware of ~을 알다
be aware of ~을 인식하다[알다]
be better off (~하는 것이) 더 낫다
be bound up with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be challenged to ~하도록 요구되다
be characterized by ~이 특징이다
be compared with ~에 필적하다[비교되다]
be content with ~에 만족하다
be convinced of ~을 확신하다
be credited with ~으로 인정받다
be credited with ~으로 인정받다
be dedicated to ~에 오로지 집중되다
be deprived of ~을 박탈당하다
be derived from ~에서 나오다[유래하다]
be derived from ~에서 유래되다, 파생되다
be descended from ~에서 유래되다, ~와
관련되다
be descended from ~에서 유래하다
be directed at ~을 겨냥하다
be entitled to ~할 권리가 있다
be familiar with ~에 정통하다, ~에 익숙
하다
be focused on ~에 집중하다
be heir to ~을 물려받다
be identified as ~라고 인정되다[확인되다]
be in conflict 충돌하다
be in line with ~와 비슷하다, ~와 함께
하다
be linked to ~와 연결되다
be linked to ~와 연관되다
be linked to ~와 연관되다
be looking to do ~하기를 기대하다
be meant to ~하도록 의도되다
be mirrored by ~와 유사하다
be no match for ~의 상대가 안 되다
be obsessed with ~에 사로잡혀 있다
be obsessed with ~에 사로잡히다
be oneself 자연스럽게 행동하다
be onto something (대단한) 무언가를 알
아내다
be opposed to ~에 반대하다
be plugged in 접속된 상태로 있다
be referred to as ~로 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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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be
be
be
be
be
be
be
be
be

referred to as ~로 불리다
regarded as ~으로 간주되다
related to ~와 관련이 있다
reluctant to ~하기를 꺼리다[주저하다]
responsible for ~에 대한 책임이 있다
skeptical of ~을 의심하다
subject to ~에 처하다, ~에 종속되다
subject to ~을 받기[당하기] 쉽다
subject to ~의 대상이다
subject to ~의 영향을 받다
subject to ~의 지배를 받다, ~의 대상
이다
be taken prisoner 포로로 잡히다
be the case 그러하다, 사실이다
be the case 사실이다
be tied to ~와 관련이 있다, ~에 얽매이다
be traced to ~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be up to (특히 비밀스러운 혹은 나쁜 짓
을) 하고 있다
be well off 잘살다
beanstalk 콩나무 (줄기)
bear (비용을) 부담하다
bear down on ~을 압박하다, ~을 내리누
르다
bear -ing ~할 수 있다, ~을 감당하다
bear 감내하다, 받다
bear 감당하다
beard (턱) 수염
contain oneself 가만히 있다, 자제하다
bearded 수염이 있는
bearer 소지자
beat a rhythm 장단을 맞추다
beat back ~을 무산시키다, ~을 물리치다
beat 패배시키다, 이기다
beech 너도밤나무
beep 삐 소리를 내다
beforehand 사전에
befriend ~의 친구가 되다
beg 빌다
beg 빌다, 간청하다
beg 애원[간청]하다
beginner 초보자
begonia 베고니아
belief 신념
belong in ~에 살다
belongingness 귀속
beneficial 득이 되는
beneficial 유익한
benefit from ~으로부터 도움을 받다, 이
익을 얻다
benefit 이롭게 하다
benefit 이익
benefit 이익
benefit 혜택, 이득
bet (선택해야 할) 방책
beyond a doubt 의심의 여지없이
beyond the reach of ~이 미치지 못하는
bias 편견
bias 편견
bias 편견

bias 편향, 성향, 선입견
big day 중요한 날
big-ticket 돈이 많이 드는
big-time (야구) 메이저 리그의, 일류의
bill 고지서, 청구서
biodata 이력, 경력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
biodiversity 생물의 다양성, 생물학적 종
다양성
biographer 전기 작가
biography 전기
biologist 생물학자
biomass (에너지원으로서 이용되는) 생물
자원
biomedical 생물 의학의
biomedical 생물 의학적인, 생물 의학의
biomedical 생체(생물) 의학의
biopsychological 생물 심리학의
biostatistics 생물통계학
birth canal 산도(産道)
birthrate 출생률
bitterly 몹시, 지독하게
blackout 정전
blade 칼날, 날
blanket 뒤덮다
blanket 전면적인
blast (음악이) 쾅쾅 울리다
blend (뒤)섞이다
blend into (구별이 어렵게) ~와 뒤섞이다
blend 뒤섞이다; 혼색, 혼합(물)
blend 섞여 있는 것, 조합
blind 맹목적인
blink (불빛이) 깜박이다
blizzard 눈보라
bloodstream 혈류
bloodstream 혈류
blossom 꽃을 피우다
bluefin tuna 참다랑어
bluntly 직설적으로
blurred 모호한, 구별이 잘 안 되는
board 위원회
board 회의, 위원회
boardroom 이사회실
boast (자랑할 만한 ~을) 가지고 있다
boast 자랑하다
body mass index(BMI) 체질량 지수 (체중
을 신장의 제곱으
로 나누어 비만도
를 가늠하는 지수)
body water 체수분
boil ~ away ~을 끓여서 없애다
bold 뻔뻔스러운, 대담한
bolt of lightning 번개
bombard (질문·불평 등의) 공세를 하다,
폭격하다
bond 유대 (관계)
bond 유대, 인연
boo 야유
book voucher 도서 상품권
boost 끌어올리다, 북돋우다

boost 증가시키다
boot camp 초보를 위한 캠프, 신병 훈련소
border 경계
boredom 지루함
boredom 지루함, 권태
botany 식물학
bottled water 병[휴대용 용기]에 든 생수
bottlenose dolphin 병코돌고래, 큰돌고래
bounce back from ~을 딛고 일어서다
bound to do ~할 가능성이 큰
bound 제한을 두다
boundary 경계(선)
boundary 경계(선)
boundary 한계, 경계(선)
bow 허리를 굽혀 인사하다
brain tumor 뇌종양
branch 분야, 가지
brand 브랜드, 상표
brand 상품
bravery 용기
bravery 용기
break down 붕괴되다, 고장 나다
break it[the news] to ~에게 (안 좋은) 소
식을 알리다
breakdown 고장
breakdown 장애, 쇠약
breakthrough 돌파구
breakthrough 획기적인 진전, 돌파구
breast-feed(breast-fed, breast-fed) 모유로
키우다
breed 번식하다
breed 번식하다
bride 신부
bridesmaid 신부 들러리
bridge 함교
brilliance 탁월
brilliant 뛰어난, 눈부신
bring ~ to life ~에 생기를 불어넣다
bring about (결과를) 이끌어내다, 유발하다
bring about 일어나게 하다, 야기하다
bring back ~을 다시 도입하다
bring to mind ~을 상기시키다
broadcast 방송
broaden 넓히다
broadly speaking 개략적으로[대체로] 말
하자면
broadly 널리, 대체로
browse 구경하다
bruise 멍들게 하다
brush 스치듯 지나가다
brutal 잔인한
brutal 잔혹한
brutalize 흉악하게 만들다, 잔인하게 만들다
bubble 거품; 거품이 일다
bud 싹, 꽃봉오리
budget 예산
budget 예산
budget 예산
bug 작은 곤충, 벌레
build upon ~을 발전시키다, ~을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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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t-in 내장된
built-in 붙박이의, 빌트인의
built-in 타고난, 고유의
bundle 꾸러미
bundle 다발
bundle 일단(一團), 무리
bureaucratic 관료주의적인
burglar 강도, 도둑
burial 매장
burnout 기력 쇠진, 정신[신경] 쇠약
burst out 갑자기 ~하기 시작하다
burst 터질 듯하다, 파열하다
bush 관목
business card 명함
business owner 사업주, 경영주
busyness 바쁨, 분주함
butcher 도축업자; (가축 따위를 식용으로)
도축하다
buy into ~을 옳다고 받아들이다
by a large margin 큰 차이로
by accident 우연히
by all accounts 어느 면으로 보나, 누구에
게 들어도
by and large 대체로
by gender 성별로
by no means 결코 ~이 아닌
by the same token 마찬가지로
bypass 우회하다
bypass 우회하다; 우회 도로
byproduct 부산물
by-product 부산물
by-product 부산물
byproduct 부산물
bystander 구경꾼
bystander 행인
cage 우리
calcium carbonate 탄산칼슘
calculation 계산
call ~ into question ~에 의문을 제기하다
call for ~을 요구하다[필요로 하다]
call one’s attention to …에 ~의 관심을
끌어내다,
~의
주의를 …으로 환
기하다
call out 비판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소환
하다
call to ~에게 소리치다
calm 평온하게 하다, 차분하게 하다
calmly 침착하게
calmness 평온함
caloric 칼로리의, 열량의
Camp David 미국 Maryland 주에 있는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
campaign 군사 작전
campfire 모닥불
cancellation 취소
cancellation 취소
candid 솔직한
candidate 지원자, 후보자

candidate 후보생, 후보자, 지원자
candidate 후보자
candidate 후보자
canister (뚜껑이 붙은) 깡통
canned 통조림으로 된
Cantonese 광둥어(홍콩을 포함하여 중국
남서부에서 사용되는 중국어)
capability 능력
capability 능력, 역량
capacity 능력
capacity 능력
capacity 능력
capacity 수용력, 능력
capacity 역량, 능력
capital city 수도
capital 자본
capture 포착하다
capture 포착하다
cardiac 심장(병)의
care for ~을 돌보다
career advancement 승진
career stream 경력의 경로
career 직업
caretaker 관리인
cargo 화물
carnation 카네이션
carpenter 목수
carriageway 차로, 차도
carrier 보유자, 보균자
carrot 당근
carry A over to B A를 B로 옮기다
carry on ~을 계속 수행하다
carry out ~을 수행하다
carry out ~을 수행하다
carry out ~을 수행하다
carry out ~을 실행하다, ~을 수행하다
carry out ∼을 수행하다
carrying capacity 수용 능력, 적재량
carton 상자, (한) 갑
carve out ~을 개척하다
carve up 분할하다
case history 사례사, 환자력
case history 신상 조사(서), 개인 기록[경력]
case in point 좋은 예, 딱 들어맞는 사례
cast ~ as ... ~을 …로 말하다[여기다]
cast ~ into ... ~을 ⋯으로 만들다[주조하다]
cast away ~을 버리다
cast-iron 주철로 만든
casual 가벼운
casualty 살상(자), 사상자
catastrophic 대재앙의
catch a glimpse of ~을 얼핏 보다
catch quota 어획 할당량
catch-phrase 유명 문구, 선전 구호
categorization 범주화
categorize 분류하다; 범주
category 범주
category 범주
category 범주, 부문
catering 음식 공급(업)

causal relationship 인과 관계
causal 인과 관계의
causal 인과의
causal 인과의
causal 인과의, 원인의
causal 인과적인, 인과 관계의
causative 원인이 되는
cause (정치·사회 운동) 조직
cause 논점, 논의의 주제
cause 대의명분, 조직
caution 경고하다
caution 경고하다, 주의를 주다
caution 주의
cautious 신중한
cease 그만두다
cease 중단되다
cease 중단되다
celebrate 기념하다
celebrate 축하하다, 기념하다
celebrated 유명한
celebration 축하[기념] 행사
cell culture 세포 배양
cellular division 세포 분열
cellular 세포의
Celsius 섭씨
cement 강화하다
center field 센터 필드(야구 경기장의 외
야 부분으로, 오른쪽 필드와
왼쪽 필드 사이 중앙 부분)
centralized 중앙집권화된
ceremonial 의례상의, 의식의
ceremony 의식
certainty 확실성
certificate 인증서
certificate 자격증, 증서
certificate 증명서
certification 인증
certified 인증된, 증명된
chain businesses 프랜차이즈 기업
challenge 난제, 도전
challenge 어려운 일, 난제
challenge 이의를 제기하다
challenge 이의를 제기하다, 도전하다
challenging 힘든, 도전적인
champ 우승자, 챔피언
championship 선수권 대회, 선수권
chance 우연한, 뜻밖의
changeable 변모하는, 변화하는
channel (의사소통) 수단[매체]
chant 단조롭게 읊조리다
chanting 찬송
chaos 혼란
chaos 혼란, 혼돈
chaos 혼란, 혼돈
chaotic 무질서한, 혼란 상태인
character 등장인물, 성격, 개성
character 성격, 성품
character 특징, 특성, 인격, 성격
characteristic 특성, 특징
characteristic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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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zation 특성의 기술, 성격의 묘사
characterization 특징 부여
characterize ~ as ... ~의 특징이 …이라고
기술하다
characterize ~의 특징이 되다
characterized by ~을 특징으로 하는
charge 돌진하다
charge 부과하다
charge 책임을 맡은 것[사람]
charge 충전하다
Charge-Coupled Device chip technology
전하 결합 소자 칩 기술
charged (감정이) 격앙된, 차 있는
charged with ~에 책임[임무]이 있는
charisma 사람들을 휘어잡는 매력, 카리스마
charitable 자비로운
charitable 자선을 베푸는
charity 자선
charity 자선 단체
charity 자선 단체
charm 매력
chase 추격, 추적
cheat (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속
이다
cheat 속이다, 사취하다
checkered 체크무늬의
checkout 계산대
cheerful 쾌활한, 기운찬
cheerless 우울한, 재미없는
chef 요리사
chemical 화학 물질
chemical 화학 물질
chemist 화학자
chemistry 화학
cherish 소중히 여기다
chew 씹다, 물어뜯다
chick 병아리, 새끼
chief (조직·단체·집단의) 장(長), 우두머리
chill (오한이 따르는) 감기
chill 오싹한 느낌, 냉기
chimney 굴뚝
chip away at ~을 조금씩 없애다[깎아먹다]
choice <특히 음식이> 뛰어난, 고급의
choice blindnes 선택맹(사람들의 인지 능
력이 혼동을 겪으며 자
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는
현상)
chop off ~을 잘라내다
chronic 만성의
chronic 만성적인
chronic 만성적인
chronically 만성적으로, 질질 시간을 끌어
chronically 항상
chunk 덩어리
chunk 덩어리로 나누다
circuit breaker 회로 차단기
circular 원형의
circulate 유포하다
circulate 유포하다, 유통시키다

circumstance 사정, 형편, 상황
circumstance 상황
circumstance 상황
circumstance 환경
circumstance 환경, 상황
circumstances 상황, 처지
cite 언급하다
cite 언급하다, 인용하다
cite 인용하다
cite 인용하다, 언급하다
civic 시민의
civil war 내전
civilian 민간의; 민간인
civilization 문명
civilization 문명
civilization 문명
civilization 문명화, 문명
civilized 교양 있는
claim (당연한 권리로서의) 주장, 요구
claim 주장
claim 주장; 주장하다
claim 청구하다, 신청하다
clam 조개
clan 씨족
clan 일족, 씨족
clang 철커덩하고 울리다
clap 손뼉을 치다
clarity 명확성
classic 전형적인, 고전적인
classify 분류하다
clay 점토, 찰흙
clear one’s throat 헛기침을 하다
clear up ~을 해결하다
clear-cut 명확한
clear-cut 명확한, 분명한
client 고객
client 고객
client 내담자, 의뢰인
client 의뢰인
cliffland 절벽인 땅
cling to ~에 매달리다
cling to ~에 집착하다, 매달리다
cling to ~을 고수하다
clinical 임상의
clip 자르다, 깎다
clipped (발음 따위가) 또박또박한
clockwise 시계 방향의
cloning 복제
close 우열을 가리기 힘든, 막상막하의
club (곤봉 같은 것으로) 때리다
clue 단서, 실마리
clue 단서, 실마리
cluster around ~의 주위에 무리를 짓다
cluster 모이다, 무리를 이루다
cluster 모이다, 무리를 이루다
cluster 뭉치, 무리
coactor 협력자
coastline 해안선
coauthor 공저자, 공동 집필자
code 암호, 코드, 부호

cofound 공동 설립하다
cognition 인식, 인지
cognition 인지, 인식
cognition 인지, 인식
cognitive dissonance 인지 부조화
cognitive 인지의
cognitive 인지의
cognitive 인지의
cognitive 인지의, 인식의
cognitive 인지의, 인식의
cognitive 인지의, 인식의
cognitive 인지의, 인식의
cognitive 인지적인
cognitive 인지적인
cognitive 인지적인
cohere 응집하다
coherent 일관성 있는
coherent 일관성 있는
coherent 일관성 있는, 일치하는
cohesive 단결된
coin (새로운 낱말이나 어구를) 만들다
coin (새로운 단어나 어구를) 만들어 내다
coin (신어·신표현을) 만들어 내다
coin (용어를) 만들어 내다
coincide 동시에 일어나다, 일치하다
collaborate 협력하다
collapse 붕괴, 파탄
collapse 붕괴; 붕괴하다
collapse 털썩 주저앉다, 무너지다
colleague 동료
colleague 동료
colleague 동료
colleague 동료
colleague 동료
colleague 동료
colleague 동료
collection 소장품, 수집
collection 수집(물), 소장품
collective 집단, 공동체
collective 집단의, 공동의
collective 집단적인
collectively 집단으로, 집합적으로
collectively 집합적으로
collectively 총체적으로
colloquial 격식 없는, 구어적인
colonial 식민지의
colonization 식민지화
colony (생물의 군집, 식민지
colony 군체, 군집
colony 식민지
colony 식민지
color 영향을 끼치다
coloring 색소
column 세로 단, 기고란, 기둥
combat sport 격투 스포츠
combatant 싸우는 무리[사람]
combination 결합
combination 조합
combination 조합
combination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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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 결합시키다
combine 결합하다
combine 결합하다
combine 결합하다
come about 일어나다, 발생하다
come across (어떤) 인상을 주다
come down with (별로 심각하지 않은 병
이) 들다[걸리다]
come forward (도움 등을 주겠다고) 나서다
come in contact with ~와 접촉하다
come to a standstill 정지하다, 멈추다
come to grips with ~을 이해하다, ~을
처리하다
come to one’s attention ~을 알게 되다
come to that 그런 점에서
come under scrutiny 면밀한 조사를 받다
come under threat 위협을 받다
come up with ~을 만들어 내다, ~을 찾
아내다
come up 언급되다, 논의되다, 나오다
come with ~이 딸려 있다
comfort zone 안락 지대(인체에 가장 쾌
적하게 느껴지는 온도· 습
도·풍속에 의해 정해지는
어떤 일정한 범위)
comfort zone 안락지대
comfort 안락
comfort 안락함, 편안함
comfort 위로하다
comforting 위로가 되는
comforting 위로를 주는, 위로의
command economy 계획 경제
command 명령
command 명령
command 명령
command 명령
commander 지휘관
commander 지휘관
comment 언급, 비평
commercial (라디오, TV, 온라인) 광고
commercial (텔레비전·라디오의) 광고 (방송)
commercial aircraft 민간 항공기
commercial fertilizer 시판 비료
commercial 광고 방송의; 광고 (방송)
commercial 상업적인
commercial 상업적인
commercial 상업적인
commercial 텔레비전 광고
commercialized 상업화된
commission 작위(作爲), 실행
commit oneself to 약속하다, 언질을 주다
commitment 전념, 헌신
commitment 책임 의식, 전념, 약속
commitment 헌신
commitment 헌신, 전념
committed (작가·작품 등이) 뚜렷한 사회
[정치]의식을 가진, 헌 신하는,
전념하는
committed 전념하는

committee 위원회
commodity 상품
commodity 상품, 물품
commodity 상품, 일용품
common ground 공통의 기반, 공통점
common law 관습법
common ownership 공유권
common 공유지
commonly 흔히
commonplace 아주 흔한
commonplace 흔한
commonsense 상식적인
Commonwealth Games 영연방 경기 대회
communal living 공동생활
communal 공동의
communal 공동체의, 공동의
communicate 알리다, 전하다
communications 교통 (체계), 교통수단
community board 주민 참여 위원회
commuter rail 통근 철도
compact 조밀한, 작은
comparative advantage 비교 우위
comparative 비교에 의한, 비교의
comparative 비교의
comparatively 비교적
compare notes 의견을 교환하다
compare 비교하다
compared with ~에 비해
comparison 비교
comparison 비교
comparison 비교
comparison 비교
comparison 비유, 비교
compassion 연민, 동정
compassion 연민, 동정심
compassionately 동정적으로
compel ~ to do ~가 …하게 만들다, 강요
하다
compel 강제로 ~하게 하다
compelling 매우 흥미로운, 눈을 뗄 수 없는
compelling 설득력 있는
compete (시합에) 참가하다, 겨루다, 경쟁
하다
compete 겨루다, 경쟁하다
compete 경쟁하다
compete 경쟁하다
competence 능력
competence 능력, 자격
competence 능숙함, 능력
competence 역량
competing 상충되는
competing대립하는, 경쟁하는
competition 경쟁
competition 경쟁
competition 경쟁 (상대)
competition 대회, 경합
competitor 경쟁사, 경쟁자
competitor 경쟁업체, 경쟁자
competitor 경쟁자
complain 불평하다

complaint 불평rudeness 무례함
complement 보완하다
complement 보완하다, 보충하다
complementary 보완적인
complete 완료하다, 끝마치다
completeness 완전성
completion 수료, 완성
complex (건물) 단지
complex (건물) 단지, 복합 건물
complex 복잡한
complex 복잡한
complexity 복잡성
complexity 복잡성
complexity 복잡성
compliance 따름, 준수
complicated (많은 부분이) 서로 뒤얽힌
[관련된]
complicated 복잡한
complicated 복잡한
complicated 복잡한
complication 합병증
comply 응하다, 따르다
component (구성) 요소, 부품
component 구성 요소
component 부품, 요소
component 성분
component 요소
composed of ~으로 구성된
composer 작곡가
composer 작곡가
composer 작곡가
composer 작곡가
composer 작곡가
composition (그림·사진의) 구도
composition 작문
composition 작품
compositional 구도의, 구성의, 작곡의
compound 가중시키다
compound 혼합물
compound 화합물
compound 화합물
compound 화합물, 혼합물
comprehensible 이해될 수 있는
comprehension 이해
comprehensive 종합적인, 포괄적인
comprehensive 포괄적인, 종합적인
compress 압축되다
compress 압축하다
compress 압축하다
compress 압축하다, 꾹 누르다
compress 압축하다, 요약하다
compressed air 압축 공기
compression 압박, 압축
comprise 구성되다
comprise 구성하다
comprise 구성하다
compromise 양보하다, 절충하다
compromise 위태롭게 하다, 타협하다
compromise 절충안
compromise 타협; 타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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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ation 계산, 평가
computational 전산의
computer enhancement 컴퓨터 사용에 의
한 화질 향상
conceal 숨기다
conceal 숨기다, 감추다
conceivable 상상할 수 있는
conceivable 생각할 수 있는
conceive (생각, 감정을) 품다, 고안하다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concentrate 집중하다
concentrated 집중된
concentration 집중
concentration 집중력
concept mapping 개념도 작성하기
concept 개념
concept 개념
concept 개념
conception 개념
conception 개념
conception 개념
conception 개념, 이해
conception 구상, 이해
conceptual 개념적인
concern 관심(사)
concern 염려, 걱정
concern 우려, 걱정
concerned with ~에 관심 있는
concerning ~에 관한[관련된]
conclude with ~으로 끝을 맺다
conclude 결론을 내리다
conclude 결론짓다
concrete 구체적인
concrete 구체적인
concrete 실체가 있는
concurrent 동시에 발생하는
condemn 비난하다, 규탄하다
condition 질환, (몸의) 이상, 병
conditional 잠정적인, 조건부의
conduct a meeting 회의를 진행[주관]하다
conduct 수행하다
conduct 수행하다, (특정한 활동을) 하다
conduct 수행하다, 실시하다
conduct 실시하다
conduct 실시하다, 처리하다
conduct 행하다
conduct 행하다
conduction (전기나 열의) 전도
confer 부여하다
confer 부여하다, 주다
conference 학술 대회, 학회
conference 학술회의
confession 고백
confidence (index) 신뢰 지수
confidence 신뢰
confidence 자신감
confidence 자신감
confident 대담한, 확신에 찬
confidentiality 기밀성

confine 가두다, 제한하다
confine 가두다, 제한하다, 감금하다
confined 한정된
confirm (사실임을) 확인해주다
confirm 사실임을 확인하다
confirm 확인하다
confirm 확인하다
confirm 확인하다
confirm 확증하다, 확인하다
confirmation 확인
confirmation 확인, 확증
conflict 갈등
conflict 갈등
conflict 갈등
conflict 갈등
conflict 갈등
conflict 분쟁
conflict 분쟁, 갈등
conflict 싸움, 분쟁, 갈등
conflict 충돌하다
conflict 충돌하다
conform to ~에 맞다, ~에 따르다
conform to ~에 부합하다[순응하다]
conform to ~에 순응하다
conform to ~을 따르다, ~에 순응하다
conform 따르다, 순응하다
conformity 부합, 순응
conformity 순응
conformity 순응, 복종
conformity 순응, 일치
confront (~의 눈앞에) 들이대다
confront (힘들거나 좋지 않은 것에) 직면
하게 만들다
confront 맞서다
confront 맞서다
confront 직면하게 만들다
confront 직면하다
confrontation 대치, 대결
confronted with ~에 직면한
confuse 헷갈리게 하다, 혼란시키다
confuse 혼란시키다
confused 혼란스러운
confusion 혼란
confusion 혼란, 당혹
confusion 혼란, 혼동
congestion (교통의) 혼잡, 정체
Congress 의회
congruent 동일한, 조화된, 일치하는
connect 연결하다
connection 연결
conscience 양심
conscious 의식적인
conscious 의식적인
conscious 의식적인
conscious 의식적인
consciously 의식적으로
consciously 의식적으로
consciously 의식적으로
consciousness 의식
consensus (의견 따위의) 합의, 일치

consensus 합의
consensus 합의, 의견 일치
consequence 결과
consequence 결과
consequence 결과
consequence 결과
consequence 결과
consequence 결과
consequence 결과
consequence 결과
consequence 영향, 결과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consequently 따라서, 그 결과
conservation 보존, 관리, 유지, (에너지 등
의) 절약
conservative 보수적인
conservative 보수주의자
conservative 보수주의자
conservative 보존력이 있는, 보존성의
considerable 무시 못할, 중요한, 고려해야 할
considerable 상당한
considerable 상당한
considerable 상당한
considerable 상당한
considerably 상당히
considerably 상당히
considerably 상당히, 꽤
considerably 상당히, 꽤
consideration 고려
consideration 고려 (사항)
consideration 고려 (사항)
consideration 반대급부
consideration 배려, 숙고
consideration 심사숙고
consist in ~에 있다
consist in ~을 주요 부분[특징]으로 하다,
~에 있다
consist of ~로 구성되다
consist of ~으로 구성되다
consist of ~으로 구성되다
consist of ~으로 구성되다
consist of ~으로 이루어지다
consistency 일관성
consistent with ~와 일치하는
consistent with ~와 일치하는
consistent with ~와 일치하는
consistent with ~와 일치하는, ~와 조화
되는
consistent 일관된, 모순이 없는
consistent 일관된, 한결같은
consistent 한결같은, 일관된
consistently 계속해서, 끊임없이
consistently 일관되게
consonance 조화
constant 끊임없는
constant 끊임없는, 변함없는
constant 불변하는 것, 상수
constant 지속적인
constant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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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ly 계속
constantly 계속해서
constantly 끊임없이
constantly 끊임없이
constantly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constantly 끊임없이, 항상
constituent 성분
constituent 성분, 구성물
constitute ~이 되다, 구성하다
constitute ~이 되다, 구성하다
constitute 구성하다
constitute 구성하다
constitute 만들어 내다, 구성하다
constitutional 체제[구성]상의, 헌법(상)의
constrain 제한하다
constraint 제약
construct 고안하다, 구성하다
construct 구성 개념, (마음속으로 구성한)
생각
construct 구성하다
construct 만들다, 건조하다, 건설하다
construct 생각해 내다, 구성하다
construct 세우다, 구성하다
construction 건설
constructive 건설적인
constructive 건설적인
consul (고대 로마의) 집정관
consult 뒤지다, 찾다
consult 상의하다
consultation 자문, 상담
consume 소멸시키다, 소모하다
consumption 소비
consumption 소비
consumption 소비
consumption 소비
consumption 소비
consumption 소비, 섭취
consumption 소비, 섭취
consumption 이용, 소비
consumption 체내 섭취, 소비
contact 연락하다
contact 접촉
contagious 전염성이 있는
container 용기
container 용기, 그릇
contaminate ~에 나쁜 영향을 미치다
contaminate 오염시키다
contamination 오염
contemplate 고려하다
contemplate 깊이 생각하다
contemporary 현대의
contemporary 현대의
contemporary 현대의
contemporary 현대의
contemporary 현대의, 당대의
contemporary 현대의, 동시대의
contemporary 현재의, 동시대의
contempt 깔봄, 멸시
content 내용

content 만족하는
content 취지, 요지
contentment 만족, 자족
contest 경연
contest 경쟁하다
contestant 참가자
contestant 참가자
contestant 출전자
contested 논쟁이 있는, 다른 의견이 있는
context 맥락
context 상황, 맥락
context 상황, 환경
context 환경, 맥락
contextual 맥락[전후 사정]과 관련된
contextually 맥락에 맞게, 문맥상으로
contour 윤곽
contract (병에) 걸리다
contract (병에) 걸리다, 계약하다
contradict ~와 모순되다
contradict 모순되다, 반박하다
contradict 반박하다, (~와) 모순되다
contrary to ~와 반대로
contrary to ~와는 달리, ~와 정반대로
contrast 대비, 대조; 대비되다
contrasting 대조적인
contribute to ~에 기여하다
contribute to ~에 기여하다[이바지하다]
contribute to ~에 이바지하다, ~에 기여
하다
contribute to ~을 일으키다[야기하다], ~
에 기여하다
contribute to ~의 원인이 되다
contribute to ~의 원인이 되다, ~에 기여
하다
contribute to ~의 원인이 되다, ~에 기여
하다
contribute to ~하게 만들다, ~에 기여하다
contribute 기여하다, 기부하다
contribute 주다, 기여하다
contribution 공헌, 기여
contribution 기여
control room 조종실
control 조절하다, 통제하다
controller 조절기
controversial 논란이 많은
controversial 논란이 많은
controversy 논쟁
convenience 편리함
convenience 편의
convention 관습
convention 관습
convention 관습
convention 관행
convention 관행, 관례
convention 총회
convention 협약, 조약
conventional agriculture 관행 농업(화학 비
료와 유기 합성 농
약을 사용하여 작
물을 재배하는 관

행적인 농업 형태)
conventional wisdom 사회적[일반적] 통념
conventional wisdom 일반 통념
conventional 관례적인
conventional 극히 평범한, 진부한
conventional 재래의, 관습적인
conventional 전통적인
conventional 전통적인
conventional 전통적인, 인습적인
conventional 전통적인, 종래의
conventional 종래의, 전통적인
conventionalized 관례화된
conversely 반대로
conversely 반대로
conversely 역으로
conversely 정반대로
conversion 전환
conversion 전환
conversion 전환, 변환
convert ~ into ... ~을 …으로 전환[변환]
하다
convert 전환하다
converted 개조된, 전환된
convey (생각을) 전하다, 전달하다, 운반하다
convey 가져다주다, 전달하다
convey 전달하다
convey 전달하다
convey 전달하다, 전하다
convey 전하다, 전달하다
conviction 확신
conviction 확신
convince 납득시키다
convince 납득시키다, 설득하다
convince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convince 확신시키다
convinced 확신하는
convinced 확신하는
convincingly 설득력 있게, 납득이 가도록
cookery 조리실, 요리법
cooperation 협력
cooperation 협조, 협동
cooperative 협력적인
cooperative 협력적인; 협력 조직, 협동조합
coordinate 조정하다
coordinate 조직화하다, 조정하다
coordination 조직화
cope with ~에 대처하다
cope with ~에 대처하다
cope with ~에 대처하다
cope 대처하다
coping mechanism 대응 기제
copper 구리
copy machine 복사기
copyist 카피스트(종합 악보를 개별 악기용
악보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사람)
coral 산호
coral 산호의
cordial 화기애애한
core 핵심
core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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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핵심적인; 핵심
corkscrew 나사 모양의
corporate 기업의
corporate 기업의
corporation 기업, 회사
corporation 회사
corporation 회사, 기업
corpse 시체
correctly 바르게
correctly 정확하게
correlation 상관관계
correlation 상호 관계, 연관성
correspond to ~와 부합하다, ~와 상응하다
correspondence 서신
correspondent 특파원
corresponding 상응하는
cosign 공동 서명하다
cosmetics 화장품
cosmic 보편적인, 포괄적인
cosmos 우주
cost a fortune 많은 돈이 들다
cost 잃게 하다, 희생시키다
costly 비싼
costume (~에게) 의상을 입히다
costume 의상
council 의회
council 의회
count on ~을 믿다
count on ∼을 믿다
counter 대응하다, 반박하다
counter 반박하다
counterintuitively 반(反)직관적으로
counterpart 상응하는 사람[사물], 등가물
counterproductive 의도에 역행하는, 역효
과를 내는
countless 무수한
countless 셀 수 없이 많은
countless 셀 수 없이 많은
countless 셀 수 없이 많은, 무수한
countless 수많은
countless 수많은
countless 수많은
countless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coupled with ~와 결합된
course material 교재
course of action 행동방침
coursework 수업 활동
coursework 학습 과제, 수업활동
court of law 사법 재판소
cousin 사촌
cover (어떤 지역에서 자라는) 초목
cover 다루다
cover 적용되다, 해당하다
cover 취재하다, 보도하다
coverage (신문·텔레비전·라디오의) 보도
coverage (신문·텔레비전·라디오의) 보도
[방송]
coverage 보도
coverage 보도, 취재

cradleful 한 요람 가득한 양
craft 공들여 만들다
craft 기교
craftsman 장인, 기술자
craftsmanship (훌륭한) 솜씨, 장인의 기능
cram 밀어[쑤셔] 넣다
cramp 경련
crash through ~을 헤치며 나아가다
crash 고장 내다
crash 추락하다, 충돌하다
crash 충돌하다
crash-dive 급속 잠항
crawfish 가재
crawl 기어가다
crazy 기묘한
create a scene 소란을 피우다
credibility 신뢰(성), 신뢰도
credibility 신뢰, 신빙성
credibility 신뢰성
credibility 신뢰성
credible 믿을 만한
credible 믿을 만한
credible 신뢰할 수 있는
credit (공적을 남에게) 돌리다
credit 인정, 공
creep into ~에 생기기 시작하다
crew (잠수함의) 승조원, 승무원
crime 끔찍한 일
criminal 범인
cripple 마비시키다
crisis 위기
criterion 기준
criterion 기준
criterion 기준(pl. criteria)
criterion 기준(pl. criteria)
critic 비평가
critic 비평가
critical 결정적인, 중대한
critical 결정적인, 중요한, 비판적인
critical 매우 중요한
critical 위기의, 중대한
critical 위태로운, 대단히 중요한
critical 중요한
critical 중요한
critical 중요한, 결정적인
crop 수확(량), 소출(량)
cross paths (우연히) 마주치다
cross section 단면
cross-border 국경을 넘는
cross-examine 반대심문하다, 엄히 추궁하다
crowd sensing 크라우드 센싱
crowd 군중
crucial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crucial 중요한, 결정적인
crucially 결정적으로
crude 조잡한
crude 조잡한
cruelty 잔인한 행위, 잔인함
cruise 달리다, 순항하다
cruise 크루즈 여행; 순항하다

crush 압도하다, 밟아 으깨다
crustacean 갑각류 동물
crusty 껍질이 딱딱한
crystal (유리·플라스틱으로 된, 시계의 뚜
껑[커버]
CT
컴퓨터
단층
촬영(Computerized
Tomography)
cub (곰·사자·여우 등의) 새끼
cue 단서
cue 단서
cue 단서[신호]를 제공하다
cue 신호
cue 신호, 단서
cuisine 요리(법)
culinary 요리의
cultivate 계발하다
cultivate 구축하다, 쌓다
cultivate 함양하다, 경작하다
cultural context 문화적 환경
cultured 배양된, 재배된
cunning 약삭빠른
cup of tea 기호[취미]에 맞는 일
cupboard 벽장, 찬장
curator 큐레이터
curator 큐레이터, 미술관장
curiosity 호기심
curl up 몸을 웅크리다
currency 통화
current event 시사
current 현재의, 최신의; 흐름
currently 현재
currently 현재
curriculum 교육 과정
curriculum 교육과정
curse 저주
curse 저주하다
curvilinear relationship 곡선 관계
custard 커스터드(달걀, 우유, 설탕을 섞어
만든 과자)
custom 관습
custom 주문 제작한
customary 관례의
customary 관습적인
customary 통상적인, 관행적인
customization 주문 제작
customized 맞춤식의
customs 세관
cut (동물에서 잘라낸) 고깃덩어리
cut off ~을 차단하다
cyber-bullying 사이버 폭력
cyberwarfare 사이버 전쟁
cyclical 순환하는, 주기적인
cylindrical 원통형의
cynical 냉소적인
dairy 유제품
dairy 유제품(의)
damaging 해로운
dampness 축축함
Dane 덴마크 사람
dare 감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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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h
dash
data

돌진, 질주
서두르다
서둘러 함
mining (컴퓨터를 통한 대규모) 데이
터 마이닝(대규모 자료를 토
대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
는 것)
dawn 시작, 시초
day job 본업
daylighting 자연 채광
daze 멍하게 하다
deactivate (작동을) 중지시키다, 비활성화
하다
deadline 마감 기한
deadline 마감 시간
deadly 치명적인
deadly 치명적인
deadly 치명적인
deal 거래
death penalty 사형 제도
deathbed 임종(의 자리)
debt 빚
debtor채무자
debut 데뷔
decay 쇠퇴, 퇴락
deceive 기만하다, 속이다
decent 관대한
decent 적당한, 알맞은
decent 제대로 된
decentralized 분권화된
deception 속임수
deception 속임수, 사기
deceptively 기만적으로
decisive 결정적인
declare 선언하다
declared 공언된, 공표된
decline 감소, 하락
decline 감소하다
decline 쇠약, 감퇴, 하락
decline 쇠퇴하다
decline 줄어들다, 감소하다
decline 퇴보, 쇠퇴, 감소
decomposition 부패, 분해
decorate 장식하다
decrease 감소하다
dedicate 바치다, 헌신하다
dedicate 헌정하다
dedicated 헌신적인
dedication 헌신, 전념
deed 행동
deem ~라고 생각하다[여기다]
deem 여기다
defeatist 패배주의적인, 패배주의자의
defect 결함
defect 결함
defending champion 전년도 우승자
defense 방어, 수비
defensive 방어적인
defensively 방어적으로
deficiency 결핍(증)

deficiency 결함, 부재
deficit 결손, 부족(량)
deficit 결함, 부족
deficit 부족
deficit 장애, 결손, 적자
deficit 적자
deficit 적자
definable 정의될 수 있는
define (경계·범위를) 한정하다, 정하다
define 규정하다, 정의하다
define 뚜렷이 밝히다, ~의 특징이 되다
define 윤곽[모양]을 분명히 나타내다
define 정의하다
define 정의하다
define 정의하다
define 정의하다
definitely 절대로, 확실히
degradation 질적 저하, 악화
degrade (특히 질적으로) 저하하다
degrade 훼손하다, 저하시키다
degree 정도
degree 학위
degree 학위
dehydrate 수분을 제거하다, 건조시키다
delegate 위임하다
deliberate 고의적인
deliberately 고의로, 의도적으로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deliberately 일부러
delicacy 맛있는 것, 진미
delicate 섬세한
delicate 신중을 요하는, 민감한
delicate 정교한, 미묘한
delimit 범위[한계]를 정하다
deliver (아기를) 출산하다
deliver (타격 등을) 가하다
deliver 전달하다
deliver 전달하다
deliver 출산하다, 배달하다
delivery 배달
delude 현혹시키다, 속이다
demand 수요, 요구
demand 요구
demand 요구하다
demanding 힘든
demanding부담이 큰, 요구하는 것이 많은
demarcation 경계 설정
democratic 민주적인
democratic 민주적인
democratic 민주적인, 민주(주의)의
democratize 민주화하다
demolish 철거하다
demon 악마
demonstrate (행동으로) 보여 주다, ~을
(모형·실험 등으로) 설명하다
demonstrate 드러내다, 입증하다
demonstrate 보여 주다, 입증하다
demonstrate 보여 주다, 입증하다
demonstrate 보여 주다, 증명하다
demonstrate 보여 주다, 증명하다

demonstrate 입증 [실증]하다, 증거[실례]
를 들어 가며 보여 주다
demonstrate 입증하다, 보여 주다
demonstration (무엇의 작동 과정이나 사
용법에 대한 시범) 설명
demoralize 사기를 꺾다, 의기소침하게 만
들다
denial 부정
denial 부정, 부인
deny (줄 것을) 주지 않다, 부정하다, 허락
하지 않다
departed 세상을 떠난
department 부서
department 학과
depend on ~에 의존[의지]하다
depend on ~에 의존하다
depending on ~에 따라서
depict 묘사하다
depict 묘사하다
depict 묘사하다, 그리다
depict 표현하다, 묘사하다
depict 표현하다, 묘사하다
depiction 묘사, 서술
deplete 고갈시키다
deplete 고갈시키다
deplete 고갈시키다
deploy 활용하다, 배치하다
deposit 계약금, 보증금
deposit 퇴적[침전]시키다; 퇴적물, 침전물
depress 하락시키다, 우울하게 하다
depressing 우울한
depression 우울
depression 우울증
depression 우울증
depression 우울함
deprivation 박탈
deprivation 박탈
deprive ~ of ... ~에게서 …을 빼앗다
deprive ~ of ... ~에게서 …을 빼앗다
deprive ~ of ... ~에게서 …을 빼앗다[박탈
하다]
deprive ~ of ... ~에게서 …을 빼앗다[박탈
하다]
derivation 파생(물), 유래
derive ~ from ... ~을 …에서 얻다
derive from ~에서 얻다
derive 끌어내다, 얻다
derive 도출하다
derive 비롯되다, 유래하다
derive 얻다, 끌어내다
derive 얻다, 끌어내다
derive 얻어내다
descend 유래하다, 내려오다
descent (~의) 가계(家系), 혈통
description (말에 의한) 표현[묘사], 기술
description 묘사, 설명
description 서술, 묘사, 기술(記述)
description 설명, 묘사
desert-like 사막 같은
deserve ~을 가질[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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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erve ~을 받을 만하다, ~할 자격이 있다
deserved 응당한
deserving of ~을 받을 자격이 있는
designate 지정하다
designed 고의적인, 계획된
desirable 바람직한
desire 바라다, 희망하다
desktop 데스크톱의, 탁상용의
desperate 필사적인
desperation 절망, 자포자기, 필사적임
destination 목적지
destination 목적지
destination 목적지
destination 목적지, 도착지
destination 행선지, 목적지
destructive 파괴적인
destructive 파괴적인
destructive 파괴적인, 부정적인
destructiveness 해로움
detachment 무심함
detail 세부 사항
detailed 자세한
detect 감지하다
detect 감지하다, 알아내다
detect 검출하다
detection 발견, 탐지
detective 수사관, 형사, 탐정
detective 탐정
deteriorate 나빠지다
determinant 결정 요인
determine 결정하다
determine 결정하다
determine 결정하다
determine 결정하다
determine 밝혀내다, 알아내다
determine 알아내다, 결정하다
determine 알아내다, 결정하다
determine 알아내다, 결정하다
determined 단단히 결심한
determinism 결정론
detrimental 해로운
devalue 평가 절하하다
devastated 엄청난 충격을 받은
devastating 엄청나게 충격적인
development (새로 밝혀진) 사실, 상황,
결과
developmental 발달상의
deviant 일탈적인, 정상에서 벗어난
deviate 벗어나다
deviate 벗어나다
device (기계) 장치, 고안품
device 기기, 장치
devise 고안하다
devise 고안하다, 생각해 내다
devote (노력·시간·돈 등을) 할애하다[쏟다]
devote (지면을) 할애하다, 바치다
devote ~ to... ~을 …에 쓰다[바치다]
devote 〈몸·노력·시간·돈을〉 (~에) 바치다,
쏟다

devote 바치다, 전념하다
devotee 열성 신도, 헌신적인 추종자
devotion 몰두, 헌신, 전념
diabetes 당뇨병
diagnosed 진단받은
diagnosis 원인의 규명, 진단
diagnosis 진단
diameter 지름
dictate (~하게) 하다, 지시[명령]하다
dictate 좌우하다, 지시하다
dictate 지시하다, 명령하다; 지시, 명령
diet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식이요법을
위한) 규정식
diet 식단, 식사
dietary 식이요법의, 음식물의
dietary 식품의
dietary 음식의, 규정식의
differ from ~와 다르다
differential 차등적인; 차이, 격차
differential 차이, 격차
differentiate 차별하다, 구별하다
differentiate 차별화하다
differentiation 구분
differentiation 차별, 구별
dig (구멍 등을) 파다
dig up ~을 땅에서 파내다
digest 소화하다
digest 이해하다, 소화하다
dilemma 딜레마, 어려운 문제
dimension 영역, 국면, 양상
dimension 차원
diminish 감소시키다, 줄어들다
diminish 줄어들다
diminish 줄이다
dine 식사를 하다
dip 하락
diploma 졸업 증서, 자격증, (학위, 자격)
증서
direct 겨냥하다, 향하다
direct 보내다, 향하게 하다
direct 직행하는, 직통의
direct 향하게 하다
direction (영화의) 연출, 지시, 방향
direction 방향
direction 방향
directness 솔직함
director 감독
disability 장애
disagreement 의견 차이[충돌]
disapproval 못마땅함, 불승인
disapproval 비난, 못마땅함
disapprove of ~을 못마땅해 하다
disaster 재난
disastrous 처참한, 끔찍한
discard 버리다
discern 인식하다
discern 파악하다, 분별하다
discernible 알아볼 수 있는
discharge 배출하다
disciplinary 징계의, 훈련의

disciplinary 학문의
discipline 지식 분야
discipline 학문
discipline 학문 (분야)
discipline 학문 (분야), 훈련
discipline 학문 분야, 학과
discipline 학문 분야, 훈련
discipline 학문, 규율
disclose 노출하다, 폭로하다
disclosure 누설, 폭로
discomfort 불쾌(감), 불안(감)
discomfort 불편
discomfort 불편(한 것)
discomfort 불편함
discontinue 중단하다
discord 의견 충돌, 다툼
discourage (~ from -ing) (~가 …할) 의욕
[열의]을 꺾다, 막다
discredit 불신임
discrete 별개의, 분리된
discrimination 구별, 식별, 차별
discrimination 차별
discriminatory 차별적인
disguise 감추다, 위장하다
dishonorable 불명예스러운
dislike 싫어하는 것
dismiss 해고하다
dismissal 퇴학, 해고
dismissively 경멸적으로, 오만하게
disorder 질환, 장애
disperse 분산하다
disperse 흩어지다, 해산하다
displacement activity 전위행동(두 가지의
모순된 자극이 주
어 졌을 때 두 가
지 중 어느 행동도
아닌 제3의 행동을
하는 것)
displacement 배제, (제자리에서 쫓겨난)
이동
disposal 폐기
dispose of ~을 처리하다
dispose of ~을 처리하다
disposition 성향, 경향
disproportionately 불균형적으로
disproportionately 불균형적으로
dispute 논쟁
dispute 분쟁, 다툼
disqualified 실격된, 자격을 잃은
disqualify 실격시키다
disregard 무시; 무시하다
disreputable 불명예스러운, 평판이 안 좋은
disrupt 방해하다
disrupt 지장을 주다, 방해하다
disruption 혼란, 붕괴
dissatisfaction 불만
dissolve 용해되다, 녹다
distance runner 장거리 주자
distance 거리
distant (관계가) 먼, 동떨어진

- 16 distasteful 마음에 들지 않는, 혐오스러운
distasteful 맛없는
distillation 증류
distinct 다른, 구별되는
distinct 별개의
distinct 별개의, 구별되는
distinction 구별, (구별되는) 특징
distinction 구분
distinction 구분, 차이
distinction 차이, 대조
distinctive 구별되는, 특색있는
distinctive 독특한
distinctive 독특한
distinctive 독특한, 뚜렷한 구별이 되는
distinctive 독특한, 특이한
distinctly 명백히, 뚜렷하게
distinctly 분명히
distinctly 분명히, 뚜렷하게
distinctly 참으로, 정말로
distinguish ~ from ... ~와 ⋯을 구별하다
distinguish 구별하다
distinguish 구별하다
distinguish 구별하다
distinguish 구별하다, 구분하다
distinguish 구분하다, 구별하다
distinguishable 구별할 수 있는
distinguishable 구별할 수 있는
distinguished 저명한
distort 변형하다, 일그러뜨리다
distorted 왜곡된
distract 흐트러뜨리다
distracted 정신이 산만한
distracter 주의를 돌리게 하는 것, 방해하
는 것
distraction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 주
의 산만
distraction 오락거리
distress 고통
distressing 고통스러운, 고민스러운
distressing 괴로운
distribute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
distribute 나누어주다, 배부하다
distribute 분류 배치하다
distribute 분배하다, 배포하다
distribute 퍼뜨리다
distribution 보급, 배급
distribution 분배
distributive 분배의
disturb 건드리다, 방해하다
disturb 방해하다
disturb 방해하다
disturbing 충격적인, 불안감을 주는
disused 사용되지 않는
dive at ~을 향해 몸을 던지다
dive 급강하
diverge 갈리다, 나뉘다
diverse 다양한
diverse 다양한
diverse 다양한
diverse 다양한

diverse 다양한
diverse 다양한
diverse 다양한
diversity 다양성
diversity 다양성
divide 나누다
dividing line (구분하는) 경계선
divine 신의, 신성한
diving catch (야구) 다이빙 캐치
division (조직의) 부[분과·국]
division 분리
divisive 불화를 일으키는
dizzying 어지러운
do algebra 대수를 공부하다
do justice to ~을 제대로 다루다, ~을 충
분히 평가하다
doctorate 박사 학위
doctrine 학설, 이론, 정책, 교리, 신조
document 기록
document 기록된 사실[문서]로 입증하다,
기록하다
document 문서
documentation 증서
dogged 끈질긴, 완고한
domain 영역
domain 영역
domain 영역
domain 영역
domain 영역
domain 영역, 범위
domestic 가사의, 가정의, 집 안의, 국내의
domestic 가정의, 집안의, 국내의
domestic 국내의
domestic 국내의
domestic 국내의, 국산의
domestic 집안의, 가정의
domesticate 사육하다, 길들이다
domesticate 재배하다, 사육하다
dominance 우세, 지배
dominance 우위
dominance 우위, 우세
dominance 우위, 지배
dominant 지배적인
dominant 지배적인
dominant 지배적인, 유력한
dominate (~보다) 우세하다, 지배하다
dominate 두드러지게 하다, 지배하다
dominate 지배하다
dominate 지배하다
dominate 지배하다
dominate 통제하다, 지배하다
donate 기부하다
donate 기부하다
donation box 헌금함, 모금함
donation 기부
donation 기부(금)
donor 기증자
doomed to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doomed 운이 다한, 불운한
dose 양, 복용량, 투여량

dot 점
double down 열심히 끈질기게 하다
double time 아주 빨리
double-edged sword 양날의 검
doubt 의구심
doubtless 거의 틀림없이
doubtless 의심할 여지없이
down the line 끝까지, 완전히
download 내려받다
downstream 하류로
draft 초안을 쓰다
drag down ∼을 아래로 끌어당기다
drain 배수관
drainage 배수
drama 극적인 상태
dramatic 극적인
dramatic 극적인
dramatic 극적인
dramatic 극적인
dramatically 현저히, 극적으로
dramatization 극화, 각색
drastically 급격히
draw (사람을) 끌다
draw on ~을 이용하다
draw on ~을 활용하다
draw upon ~을 이용하다
draw 뽑아내다, 퍼내다
drawback 문제점, 결점
drawer 서랍
drawing 소묘
drawn 핼쑥한
drift 흘러 다니다, 떠돌아다니다
drip 똑똑 떨어뜨리다
drive (군대의) 공세, 진격
drive train 동력 전달 체계
drive 욕구, 충동, 동인
driver 동인(動因), 추진 요인
drop off ~을 갖다 놓다
drop to one’s knees 무릎을 꿇다
drought 가뭄
drown ou ~을 들리지 않게 하다
drum an idea into ~에 어떤 생각을 주입
하다
drunk driving 음주 운전
dry 무뚝뚝한,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
dry 재미없는, 딱딱한
dubious 애매한, 좋다고 할 수 없는
due to ~ 때문에
due to ~ 때문인
dump 떠넘기다, 버리다
dump 버리다
durable 튼튼한, 내구성이 있는
dust-bathe 흙 목욕을 하다
dweller 거주자
dynamic 역동적인
dynamic 역학
dynasty 왕조
e.g. 예를 들어(라틴어 exempli gratia의
약어)
eager 열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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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on 초기에
ease 덜다, 완화하다
ease 완화하다
eco-certification 친환경 인증
ecological 생태(학)의
ecological 생태계[학]의, 생태상의
ecological 생태계의
ecological 생태계의, 생태적인
ecological 생태학적
ecology 생태 환경, 생태학
ecology 생태, 생태학
e-commerce 전자상거래
ecotourism 생태 관광, 환경 보호 지향의
관광
edge 가장자리
editor 편집자
editor 편집자, 편집장
editorial 사설, 신문의 논평
educable 교육 가능한
effective 효과적인
effectively 효과적으로
effectively 효과적으로
effectively 효과적으로
effectiveness 유효성
effectiveness 유효성, 효과
efficiency 효율(성)
efficiency 효율성
efficiency 효율성
efficiency 효율성
efficient 효율적인
efficient 효율적인
efficient 효율적인
ego 자아
either/or 양자택일의
elaborate 공들인, 정교한
elaborate 상세히 설명하다
elaborate 상세히 설명하다
elaborate 정교한
elaboration 정교화
elaboration 정교화
elaboration 정교화, 정교하게 만듦
elastic 탄력(성)이 있는
elbow 팔꿈치
elect 선출하다
elect 선택하다
elected official 선출직 공무원
electric current 전류
electrical grid 전력망
electrical power 전력
electrical 전기의
electrical 전기의
electricity 전기
electromagnet 전자석
electromagnetic 전자기의
electronic 전자의
electronic 전자의
element 기본 원리, 요소
element 요소
element 요소

elevate 끌어 올리다
elevate 증가시키다, 올리다
elevated 높아진
elf 요정
elicit 이끌어 내다, 유도하다
eligible 자격이 있는
eligible 자격이 있는
eliminate 없애다
eliminate 없애다
eliminate 없애다
eliminate 없애다, 제거하다
eliminate 없애다, 제거하다
eliminate 제거하다
eliminate 제거하다
elsewhere (어딘가) 다른 곳에서
elsewhere 다른 곳에서
embarrassment 당혹감
embody 구현하다
embrace 받아들이다, 포용하다
emerge (모습을) 드러내다, 나타나다
emerge from ~에서 나오다
emerge 나타나다
emerge 나타나다
emerge 부상하다, 나타나다
emerge 출현하다, 나타나다
emergence 출현
emergency room
응급실
emergency 긴급 사태, 응급
emergency 비상
emergency 응급 상황, 비상 사태
emerging 새로 떠오르는
emerging 신생의
emigrate 이민 가다
emission 방출
emission 배출
emoji 이모티콘
emotion 감정
emotional 감정에 사로잡히기 쉬운, 감정
적인
emotional 감정을 자극하는
emotional 정서적인, 감정적인
emotionally competent 감정을 불러일으
킬 수 있는
emotive 감정을 자극하는, 감동시키는
emotivist 정의주의(情意主義)적인; 정의주
의자(情意主義者)
empathetic 공감할 수 있는, 감정 이입의
empathize 공감하다, 감정 이입하다
empathy 공감
emphasis 강조
emphasis 강조
emphasis 강조(점), 주안점
emphasize 강조하다
empire 제국
empirical 경험에 의거한, 실증적인
employ 이용하다
employer 고용주
employer 고용주, 고용인
employment 고용, 취업
empower ~에게 권한을 부여하다

empower ~할 수 있도록 하다
empower 권한을 부여하다
empower 능력[권한]을 부여하다
empty into ~으로 흘러들다
enact 만들다, 제정하다
enact 제정하다
enact 하다, 수행하다
enact 행하다, 수행하다
encircle 에워[둘러]싸다
enclose 동봉하다
encode 부호화하다
encode 부호화하다
encoding 부호[암호]화
encounter (예상 밖의) 만남
encounter (예상 밖의) 만남, 마주침
encounter (우연히) 마주치다
encounter 마주치기, 접하기; 마주치다
encounter 마주치다
encounter 마주치다
encounter 마주치다
encounter 마주치다
encounter 접하다, 마주하다
encounter 접하다, 맞닥뜨리다
encourage 부추기다, 격려하다
end up -ing 결국 ~에 처하게 되다
end up -ing 결국 ~하게 되다
end up 결국 ~이 되다
end user 최종 사용자
end 궁극적 목적, 목표
end 목적
endangered 멸종 위기에 처한
endeavor 노력
endeavor 노력 (행위)
endeavor 시도, 노력; 노력하다
endeavour 노력, 시도
endless 끝없는
endow 부여하다
endure 감내하다, 참다
endure 견디다
endure 견디다, 참다
enduring 지속적인
energize 열기[활기]를 북돋우다
enforce 강요하다
engage (주의·관심을) 사로잡다
engage ~ in ... ~을 …에 끌어들이다
engage in ~에 가담하다, ~을 하다
engage in ~에 참여하다[관여하다]
engage in ~을 하다
engage in ~을 하다, ~에 관여[참여]하다
engage in ~을 하다, ~에 종사하다
engage in ~을 하다, ~에 참여하다
engage with ~와 관계를 맺다
engage 끌어들이다, 종사시키다
engagement 참여
engagement 참여
engagement 참여, 관여
engagement 참여, 업무, 약혼
engine room 기관실
enhance 강화하다
enhance 강화하다, 향상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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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 높이다
enhance 증진시키다
enhance 향상시키다
enhance 향상시키다
enhance 향상하다
enhancement 향상, 강화
enlightenment 계몽
enlist 도움을 받다
enliven 더 생동감 있게 하다
enormity 엄청남
enormous 거대한
enormous 막대한
enormous 막대한, 거대한
enormous 엄청난
enormous 엄청난
enrich 풍요롭게 하다
enroll 등록시키다
enroll 등록하다
enroll 입학시키다
enrollment 등록
ensemble (소규모의) 극단[합주단], 앙상블
ensure ~을 확실하게 하다[보장하다]
ensure 반드시 ~하게 하다
ensure 반드시 ~하게 하다
ensure 반드시 ~하게 하다, 보장하다
ensure 반드시 ~하게[이게] 하다, 보장하다
ensure 반드시 ~하게[이게] 하다, 보장하다
ensure 반드시 ~하다
ensure 보장하다
ensure 보장하다
ensure 보장하다
ensure 틀림없이 ~하게 하다
ensure 확실하게 하다
ensure 확실하게 하다
ensure 확실히 ~하게 하다
ensure 확실히 하다, 보장하다
ensure 확인하다
entail 수반하다
entail 수반하다, 포함하다
entangle (걸어서) 꼼짝 못하게 하다
entanglement 얽혀 듦, 걸려듦
enter the workforce 직장에 들어가다, 직
장을 갖다
enterprise 기업
enterprise 기업(체), 회사
enterprise 기업, 산업
entertain (생각·희망·감정 등을) 품다
entertaining 재미있는
entertainment 오락
enthusiasm 열성, 열정
enthusiastic 열광적인, 열렬한
enthusiastic 열렬한, 열정적인
enthusiastically 열광적으로
entirely 완전히, 전적으로
entitled ~이라는 제목의
entitled to ~할 자격이 있는
entity 독립체
entity 독립체, 실체
entity 실체

entity 실체, 실재물
entrance requirement 진입[입학] 요건
entrance 들어가기, 입회, 입장
entrance 입구
entrepreneur 기업가
entrepreneur 기업가
entry fee 참가비
entry fee 참가비
entry form 참가 양식
entry 출품작
entry 출품작, 응모작
envelope (건물) 외피, 봉투
envision 구상하다
envision 상상하다
epidemic 전염병
episode (중요하거나 재미있는) 사건[에피
소드]
equal 같다, 마찬가지이다
equally 동등하게
equally 마찬가지로, 동시에
equator 적도
equipment 용품, 장비
equipment 장비
equitable 공평한, 공정한
equity theory 공정성 이론
equity 평등
equivalent 등가물, 동등한 것
equivalent 등가물, 상당[대응]하는 것
era 시대
era 시대
era 시대
erasure 지워 없앰, 삭제
erode 떨어뜨리다, 약화하다
erode 무너뜨리다, 침식하다
erode 침식하다
erosion 침식
erosion 침식
erosion 침식, 부식
erosional process 침식 작용
errand 심부름
eruption 폭발, 분화
eruption 폭발, 분화
escalate (단계·수위 등이) 올라가다
escalate 심해지다, 확대되다
escape 피하다, 탈출하다, 달아나다
essential 근본적인, 필수의
establish (사실을) 규명하다[밝히다]
establish 설정하다
establish 설정하다, 설립하다, 확립하다
establish 입증하다, 밝히다
establish 정하다
establish 확립하다
established 확립된
established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established 확실히 자리를 잡은
establish규명하다
estate (보통 시골 지역에 있는 대규모) 사
유지[토지]
estimate 가늠하다, 평가하다
estimate 추정(치)

estimate 추정, 추산
estimate 추정하다
estimated 추정된
ethical 윤리적인
ethics 윤리(학)
ethics 윤리(학)
ethnic 민족의
ethnic 민족의
ethnic 민족의
ethnic 민족의
ethnic 인종의, 민족의
eucalyptus 유칼립투스(오스트레일리아산
나무)
evaluate 평가하다
evaluate 평가하다
evaluate 평가하다
evaluation 평가
evaluative 평가의
evaluator 평가자
evaporate 무산되다, 증발하다
evaporation 증발
evaporation 증발
even as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는 바
로 그 방식으로
even so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는 하
지만
even the score 빚을 청산하다
evenly 고르게, 균등하게
evenly 공평하게
event (스포츠 대회 중의 하나의) 경기[종
목], 행사, 사건
eventually 결국
eventually 결국
eventually 결국
eventually 결국
evidence 입증하다; 증거
evidence 증거
evidence 증거
evidence 증거
evidence 증거
evidence 증명, 증거
evident 명백한
evident 명백한
evident 분명한
evolution 발달, 진화
evolution 진화
evolution 진화
evolution 진화
evolutionary 진화의, 진화상의
evolutionary 진화의, 진화적인
evolve 발달시키다, 진화시키다
evolve 발달하다
evolve 발전하다, 진화하다
evolve 진화시키다
evolve 진화하다
evolve 진화하다, 발전하다
evolve 진화하다, 점진적으로 변하다
exaggerate 과장하다
exaggerate 과장하다
exaggerate 과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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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ggeration 과장
examination 검사, 조사
examination 조사, 검토, 시험
examiner 조사[검사]자
exceed 넘어가다, 능가하다
exceedingly 굉장히, 과도하게
except for ~을 제외하고
exceptional 특출한
exceptionally 특별히
exceptionally 특히
excess 과다, 지나침
excessive 과도한
excessive 과도한
excessive 과도한
excessive 과도한, 지나친
exchange 교류, 교환
exchange 담론, 대화
exchange 대화
exclaim 소리치다, 외치다
exclude 배제하다
exclude 배제하다
exclude 배제하다
exclude 제외[배제]하다
exclude 제외하다
exclusion 배척, 제외
exclusion 추방, 배제
exclusively (오로지) ~만, 배타적으로
exclusively 전적으로
exclusively 전적으로, 오로지, 배타적으로
execute 실행하다
execute 실행하다
execution 실행
executive compensation 경영자 보수
executive 경영 간부
exercise (특정한 목적을 위한) 활동
exercise 행사하다
exercise 행하다, 발휘하다
exert (영향을) 주다, 미치다
exert 발휘하다
exert 행사하다
exert 행사하다, 발휘하다
exhaust 배기가스
exhausted 동난, 다 써버린
exhaustion 탈진, 소모
exhibit 드러내다, 보이다
exhibit 드러내다, 보이다
exhibit 보이다
exhibit 보이다, 전시하다
exhibit 보이다, 전시하다
exhibition 공연, 발표회, 전시회
existence 생활, 존재, 생계
existence 존속, 생존
existence 존재
existing 기존의
existing 기존의, 현존하는
exotic 외래의, 외국산의(종종 열대산을 말함)
exotic 외래의, 이국적인
expand 커지다, 확대되다
expand 확장하다

expand 확장하다
expand 확장하다
expand 확장하다
expansive 널찍한, 탁 트인, 광활한
expect 예상하다
expectation 기대
expectation 기대
expel 퇴학시키다, 추방하다
expend 소비하다
expenditure 지출, 비용
experiential 경험적인
experiment 실험
experimental 실험의
experimentalist 실험자, (집합) 실험을 수
행하는 사람들
experimentation 실험, 실험방법
experimenter 실험자
experimenter 실험자
expert 전문가
expert 전문가
expert 전문가
expert 전문가
expert 전문가(인)
expert 전문가; 숙련된, 전문적인
expertise 전문 지식
expertise 전문 지식
expertise 전문 지식
expertise 전문 지식
expertise 전문적 기술
explanation 설명
explanation 설명
explanation 설명
explicit 명백한, 노골적인
explicit 명시적인, 명백한
explicit 외현적인, 명시적인, 명료하게 나
타나는
explicitly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explicitly 명시적으로
explicitly 분명히, 명시적으로
explode 터지다, 폭발하다
explore 탐구하다
explore 탐구하다
explore 탐방하다, 탐험하다
explosion 폭발
expose 경험하게 하다, 노출시키다
exposed to ~을 접한, ~에 노출된
exposed 노출된
exposed 노출된
exposed 비바람을 맞는
exposure (직접) 경험[체험]함, 접함
exposure 노출
exposure 노출
exposure 노출
exposure 노출, 접함
exposure 접(하게)함, 직접 체험하게 함
expressive 표현력이 있는, 표현적인
extend 뻗어 있다
extend 연장하다, 확대하다
extend 퍼지다, 뻗다, 이르다, 미치다
extend 펴다, 뻗다

extend 확장되다
extend 확장하다, 연장하다
extended family 대가족 (같은 집단)
extended family 대가족, 확대 가족
extended 장시간의
extension 연장
extension 외연, 확장
extensive 광범위한
extensive 광범위한
extensive 넓은, 대규모의
extensive 엄청난, 광범위한
extent 범위, 정도
extent 정도
extent 정도
extent 정도, 범위
extent 정도, 범위
exterior 겉모습
external 외부의
external 외부의
external 외부적인
externality (예측·의도되지 않은) 외적 영
향[결과]
externality 외부성
externalize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다, 외
부화하다
extinction 멸종
extinction 소멸
extinction 소멸, 사멸
extra 여분의
extract a toll 대가[희생]를 치르게 하다
extracted 발췌된, 추출한
extraordinarily 엄청나게
extraordinary 놀라운
extraordinary 놀라운, 비범한
extraordinary 비범한
extraordinary 엄청난, 대단한
extraordinary 특별한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외계 지적 생
명체, 지능이
있는 외계인
extreme 극단
extreme 극단적인
extremely 매우
eyebrow 눈썹
eye-opening 놀랄만한, 훌륭한
fable 꾸며낸 이야기, 우화
fabric (사회·조직 등의) 구조, 천, 직물
fabric 구조, 천
fabrication 구조물
face (위험 따위가) 닥치다[다가오다]
face 마주하다, 마주보다
face 측면
facilitate 용이하게 하다
facilitate 촉진하다
facilitate 촉진하다
facilitate 촉진하다, 조장하다
facilitator 조력자, 촉진자
facility 시설
facility 시설
facility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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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in ~을 감안하다[고려하다]
factor 요인
faculty (사람이 타고나는 신체적·정신적)
능력[기능]
faculty and staff 교직원
faculty 교수단
faculty 교직원
faculty 능력, 기능
fade 약해지다, 희미해지다
failing 결함
faint 희미한, 엷은
faintly 희미하게
fair share 적당한[타당한] 양
fake ~인 척하다
fake 허위로 꾸며내다, 날조하다
fall apart 무너지다
fall into ~한 상태에 있게 되다, ~에 빠지다
fall on deaf ears 무시되다
fall on one’s head 머리가 땅에 닿으며
넘어지다
fall short 미흡하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fallacy 오류
falsehood 거짓
fame 명성
famed 유명한
familiar with ~을 아주 잘 아는, ~에 익숙한
familiarity 익숙함
familiarize 익숙[친숙]하게 하다
family resemblance 가족 유사
famine 기근
famously 멋지게, 훌륭하게
fancy 고급의, 값비싼
fandom 팬, 팬 전체, 팬층
fantasize 환상을 갖다, 공상하다
fantasy 환상
fantasy 환상, 공상
FAQs 자주 묻는 질문들(frequently asked
questions)
far from 결코 ~이 아닌
far removed from ~와는 전혀 다른
far-reaching (영향 등이) 멀리 미치는, 광
범위한
far-reaching 광범위한
fascinate 매료시키다
fascinating 대단히 흥미로운
fascinating 매우 흥미로운
fascination 매료, 매혹
fasten 고정하다, 잠그다
fatal 치명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fatalism 숙명[운명]론
fate 운명
father figure 아버지 같은 존재
fatigue 피로
fault 비난하다, 나무라다
favor 지지하다, 편애하다
favorable 유리한, 호의적인
favorable 좋은, 호의적인
feat 공적, 재주
feature (~을) 특징으로 하다

feature
feature
feature
feature

film 장편 영화
얼굴
주연시키다
특별 행사로 ~이 있다, 특별히 ~
을 가지다
feature 특집(기사)
feature 특징
feature 특징, 용모, 생김새, 특집
feature 특징; 특징으로 하다
federal 연방의
fee 요금
feed (데이터를) ~에 입력하다
feeding 수유, 음식 먹이기
feel obliged to do ~해야 한다고 느끼다
fell 베어 넘어뜨리다
fellow 동료, 동년배
fellowship 동료 의식, 동료애
ferment 발효시키다
fertile ground (좋은 결과를 만드는) 상황
fertilizer 비료
fertilizer 비료
festive 축제의, 즐거운
fiction 허구, 꾸민 이야기
fictional 허구의
fictive 허구의, 가공의
field work 현장 연구
field 분야
fight or flight reaction 싸움 혹은 도주 반
응(갑작스러운 자
극에 대하여 맞서
싸울 것인가 도주
할 것인가의 본능
적 반응)
figure out ~을 알아내다
figure out ~을 알아내다[이해하다]
figure out ~을 이해하다[알아내다]
figure out 생각해 내다
figure out 알아내다
figure 도표, 수치, 인물
figure 생각하다
figure 생각하다
figure 수치
figure 수치, 숫자
figure 수치, 숫자
figure 수치, 숫자, 인물, 도표
figure 인물
figure 인물, 모습, 그림, 숫자
figure 인물, 모습, 숫자
figure 인사(인물), 숫자
figure 판단하다, 생각하다
file 제출하다
fill out (양식 따위를) 작성하다
fill out (양식·서식을) 작성하다
filler 속재료
filter 여과하다
filtered (소리가) 걸러진
filthy 더러운
final say 최종 결정권
finalize 마무리 짓다, 완결하다
finance 자금을 대다, 자금을 지원하다

financial assistance 재정적 지원
financial 금전적인
financial 금전적인
financial 자금의, 재무의
financial 재정의
financial 재정적인
find 발견물, 발견한 것
finding (연구 등의) 결과
finding (조사·연구 등의) 결과
finding (조사·연구의) 결과, (법정의) 판결
fine line 미묘[미세]한 차이
fine 고운, 미세한
fine 벌금
fine 순수한, 질 높은
finely 곱게, 잘게
finger paint 핑거페인팅용 물감(손가락으
로 그림을 그릴 때 사용 하
는 물감)
fingering 운지법(악기를 연주할 때 손가락
을 쓰는 방법)
fire hydrant 소화전
fireplace 벽난로
firm 기업, 회사
firm 회사
firm 회사
firmly 확고하게
first officer 부기장, 부조종사
first-class 최고 수준의
first-timer 처음으로 하는 사람
fishery 어장
fit (크기·모양이) 꼭 맞다, 어울리다
fit into ~에 꼭 들어맞다
fit into ~에 들어맞다
fit 걸맞다, 적합하다
fit 끼우다, 맞추다
fit 발작
fit 부합하다
fit 적절한
fitness 적응도
fitness 적응도
fix 해결책
fixed 고정된
fixture 정착된 것, (특정한 날짜와 장소에
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경기
flame 불꽃, 불길
flash (화면에) 휙 나타나게 하다, 내보내다
flashlight 섬광
flat surface 평평한 바닥
flat 단호한, 평탄한
flat 편평한
flat 평평하게; 평평한
flat 평평한
flat 평평한
flavor chemist 향미 화학자
flavor 맛, 풍미
flawed 결함 있는
flawed 흠[결함]이 있는
flawless 완벽한
flee 달아나다, 도망가다
flee 도망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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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eting 순간적인, 덧없는
flesh 살, 고기
flesh 육체, 살
fleshy 다육질의, 살집이 있는
flexibility 유연성
flexibility 유연성, 융통성
flexible 신축성 있는
flicker (잠깐) 스침, 깜박거림; 깜박거리다
flicker 흔들리다, 깜박이다
flight distance 도주 거리
flight of fancy 상상의 나래
flightless 날지 못하는
fling back 뒤로 젖히다
flip side (어떤 것의) 안 좋은 부분, 이면
(裏面)
flip through ~을 훑어보다
float 떠오르다, 뜨다
float 미끄러지듯 걷다[움직이다]
flock 무리, 떼
flock 무리, 떼
flood ~에 쇄도하다, 많이 몰려들다
flood irrigation 담수 관개
flood 물을 채우다
floodlight 투광 조명등
flourish 번영하다
flourlike 밀가루 같은
flu epidemic 유행성 독감
fly 뜬공, 비구(飛球)
flyer 비행기 승객
focus on ~에 중점을 두다, ~에 초점을
맞추다
foe 적
fog-bound 안개가 낀
folklorist 민속학자
follow (뉴스·소식 등을) 접하다, 따라잡다,
뒤따르다
follow a zigzag path 갈지자로 길을 가다
follow one’s lead 선례를 따르다
follow 뒤를 따르다
follow 흥미를 갖다, 따르다
follow-up study 후속 연구
follow-up 후속의
folly 어리석음
fondness 애정, 아주 좋아함
food group 식품군
fool 속이다
footballer 미식축구 선수
foothill 산기슭의 작은 언덕
for all ~에도 불구하고
for one thing 우선 한 가지 이유는
for that matter ~도 마찬가지다[못지않게
중요하다]
for that matter 그 문제와 관련하여
for the benefit of ~을 위하여
for whatever reason 어떤 이유로든
forbid 금하다
force 힘, 세력
forefront 선두
foreign 생소한, 이질적인

foreign 외래의, 이질적인
forewarn 경고하다, 주의를 주다
forewing (곤충의) 앞날개
forgive 용서하다
forgiveness 용서
form 서식
formal education 정규[학교] 교육
formal 공식적인
formalization 공식화
formalize 공식화하다
formalized 공식화된, 공식적인
formally 공식적으로
formally 공식적으로
format 형식
format 형식
formation 형성
formation 형성
formative years 성격 형성기[어린 시절]
formative 형성[발달]에 중요한, 모양을 만
드는
former 예전의
formidable 매우 뛰어난, 굉장한, 무서운
formula (수학) 공식, 화학식(pl. formulae)
formula (특정한 일을 이루기 위한) 공식
[방식]
formula 공식, 방식
formula 상투적 문구
formula 형식적인[상투적인] 문구, 공식
formulate 만들어 내다
formulate 형성하다
fossil fuel 화석연료
fossil 화석
foster 육성하다
foster 조성하다, 발전시키다
foster 조장하다, 조성하다
foster 촉진하다, 기르다
foster 촉진하다, 발전시키다
foster 촉진하다, 육성하다
foster 촉진하다, 조성하다, 기르다
foster 키우다, 촉진하다
foul 더러운
found 기초를 이루다
found 세우다, 설립하다
found 세우다, 설립하다
foundation 토대, 기초
foundation 토대, 기초
foundation 토대, 기초
founder 창건자, 창립자
four-limbed 네 개의 팔다리를 가진
fragment 해체하다, 산산이 부수다
fragmentary 단편적인
fragmentation 파편(화), 분열
fragmentation 해체, 단편화
fragmented 단편적인, 분열된
frame (틀에 따라) 만들다
frame of mind 마음(의) 자세, 사고방식
frame of mind 마음의 상태
frame of reference (개인의 판단과 이해를
지배하는) 준거 틀
frame 구조, 틀

frame 테두리, 틀
frame 틀
frame 표현하다, 틀을 만들다
framework 체계
framework 체제, 틀
framework 틀
framing 고안, 구상
franchise (소설이나 영화의) 시리즈
frankly 솔직하게
frantic 미친 듯한
free from ~에서 벗어난, ~을 면한
freeze (몸이) 얼어붙다, 움직이지 않다
freezing point 어는 점
freezing rain 땅에 닿으면 얼어붙는 비
frequency range 주파수 범위
frequency 주파수
frequency 주파수, 빈도
freshwater 민물
friction 마찰
friendly 친선의
frightful 무서운
from square one 처음부터
from the outset 처음부터
front (기상) 전선
fruitless 성과없는
frustrating 좌절감을 주는
frustration 좌절
fuel 촉진하다, 부채질하다, 불타게 하다
fulfill 다하다, 이행하다
fulfill 충족시키다
fulfill 충족시키다
fulfilling 만족스러운, 성취감을 주는
fulfilling 성취감을 주는
fulfilling 성취감을 주는
fun run (자선기금 모금 등을 위한) 달리
기 (대회)
function as ~ 역할을 하다, 기능을 하다
function 기능하다
function 기능하다
functionally 기능적으로
functioning 기능
functioning 기능
fund 자금을 대다
fundamental frequency 기본 주파수
fundamental 근본적인
fundamental 근본적인
fundamental 근본적인
fundamental 근본적인
fundamental 근본적인
fundamental 근본적인
fundamental 근본적인
fundamental 근본적인, 기본적인
fundamental 중요한, 근본적인
fundamental 핵심적인, 필수적인, 근본적인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fundamentally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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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eral 장례식, 영결식
fungus 균류
furious 몹시 화가 난
furiously 맹렬하게, 격노하여
furnishings 가구
further 발전시키다
fuss 소란
gallery 미술관
gallop 질주하다
gamble 도박
gap 격차
gap 공백, 틈
garbage 쓰레기
garbage 쓰레기
garbage 쓰레기
garbage 쓰레기, 가치가 없는 것
garment 의복
garment 의복
gaseous 기체의
gather up ~을 주워 모으다
gather 끌어안다, 모으다
gather 이해하다
gather 채집하다
gauge 판단하다, 추정하다
gaze up at ∼을 올려다보다
gear 장비
gender 성별
gender-inclusive 모든 성별을 포괄하는
gender-neutral 성 중립적인, 중성의
gene pool 유전자 풀, 유전자 공급원
gene 유전자
gene 유전자
gene 유전자
general 장군
generalisation 일반화
generalization 귀납적 결과, 일반론
generalized 일반화된
generalized 일반화된
generate 만들다
generate 만들다
generate 만들다, 생성하다
generate 만들어 내다
generate 만들어 내다, 발생시키다
generate 발생시키다, 생성하다
generate 생성하다
generate 생성하다
generate 생성하다
generate 생성하다, 만들어 내다
generate 일으키다
generate 창출하다, 만들어 내다
generic 일반적인
generosity 관대함
generosity 넉넉함, 관대함
generous 관대한
generous 관대한, 후한
generous 너그러운
genetic engineering 유전 공학
genetic 유전의
genetic 유전적인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
형 생물
genetically 유전적으로
genetically 유전적으로
genetics 유전적 특징
genetics 유전적 특징, 유전학
genetics 유전학
genius 비범한 재능, 천재성, 천재
genius 천재성
genocide 집단 학살, 종족 학살
genome (세포나 생명체의) 유전자 총체,
게놈
genome 게놈(세포나 생명체의 유전자 총체)
genre 장르
genre 장르
gentleman naturalist 신사 동식물 연구가
genuine 거짓이 아닌, 진짜의
genuine 진정한
genuine 진짜인
genuinely 진정으로, 성실하게
genuineness 진품임
geographic 지리(학)의, 지리적인
geographical 지리적인
geologic 지질학적인, 지질의
geologist 지질학자
geology 지질학
get a sense 짐작하다
get away from ∼에서 벗어나다
get away with ~을 (처벌 없이) 그냥 넘
어가다
get by 그럭저럭 살아[해]나가다
get into shape 몸매를 가꾸다
get off the ground 순조롭게 출발하다
get on 성공하다
get one’s head round ∼을 실감[이해]하다
get out ~을 말하다
get the better of ~을 이기다[능가하다]
get through 헤쳐 나가다, 통과하다
get to ~에게 영향을 미치다
get to ~을 착수하다[시작하다]
get-up-and-go 패기
girly 소녀적인, 소녀 같은
give ~ over to ... ~을 ⋯에 전용(專用)하
다[바치다]
give a grin 씩 웃어주다
give birth to ~을 낳다
give in 굴복하다
give out (작동하던 것이) 멈추다[정지하
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다
give way to ~에 길을 내주다, ~에게 양
보하다
give way to ~으로 바뀌다
give way 무너지다
given ~을 고려할 때
given ~을 고려해 보면
given ~을 고려해볼 때
given that ~을 고려하면
glacial 빙하의
glacier 빙하
glamorize 미화하다

glance 흘낏 보다
gleaming 빛나는, 환한
glimpse 언뜻 봄, 잠깐 봄
global 전반적인, 총체적인
globalization 세계화
globally 세계적으로
glow 만족감
glowing 찬란한, 찬사로 가득한
go a long way 많은 도움이 되다
go about 계속 ~을 하다
go about 계속 ~을 하다
go against ~을 거스르다, ~에 위배되다
go around (사람들에게 몫이) 돌아가다
go like clockwork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다
go out of one’s way to do 굳이[일부러]
~하다
go out of one’s way to 무리하게 ~하다
go to press 편집을 마감하다
going (일·계획 따위의) 진행 상황[상태],
진전
golden girl 골든 걸(성공적이고 칭송받는
젊은 여성)
goodwill 호의
gorgeous 멋진, 화려한
gossip 소문, 잡담
gourmet 미식, 미식가
govern 지배하다
govern 지배하다, 다스리다
govern 지배하다, 통치하다
governance 관리 방식
governance 관리, 통치
grab 급히 먹다
grab 붙잡다
grab 붙잡다
grab 잡아채다
grace 품위
gradation 단계적 변화
gradually 점차, 서서히
gradually 차츰, 서서히
graduate 대학원(생)의; 대학원생
graduate 대학원의
grain 곡물, 곡식
grant 보조금
grant 보조금
grant 부여하다
grant 부여하다
grant 승인하다
grant 주다
grant 주다, 수여하다
grant 주다, 허락하다
grasp 움켜잡다
grasp 이해, 파악; 이해하다, 파악하다
grasp 파악하다
grass-skipper 그래스 스키퍼(팔랑나빗과의
일종)
grateful 감사하는
gratitude 감사
gratitude 감사, 고마움
grave 묘, 무덤
grave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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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d 탐욕
green 친환경적인
grief 슬픔
grief 슬픔
grief 슬픔
grief 슬픔
grief 슬픔
grind(- ground - ground) (곡식을) 갈다,
빻다
grind(- ground - ground) 잘게 부서지다,
갈다
grip 사로잡다, 꽉 붙잡다
grizzly bear 회색곰
grocer 식료품 잡화상
grocer 식료품상
groceries 식료품
grocery 식료품 잡화점
groom 손질하다
groom 신랑
groom 치장하다, 단장하다
grooming 털 손질, 몸단장
gross revenue 총수입
gross 터무니없는
ground beef (기계로) 간 쇠고기
grounding 기초 교육
ground-reaction forces(GRFs) 지면 반발력
groundwater 지하수
groundwork 토대
group setting 집단 환경
groupthink 집단 (순응) 사고
growl 으르렁거리는 소리
guarantee 보장; 보장하다
guarantee 보장하다
guaranteed 확실한
guarantor 보장 제도, 보증인
guard 경비병, 호위병
guidance 지침
guide 유도하다
guided 유도된
guideline 지침
guideline 지침
guilty 유죄의
guilty 죄책감을 느끼는
gumbo 검보(미국 Louisiana 주를 기원으
로 하는 스튜 요리)
gust of wind 돌풍
gymnast 체조 선수
habitat 거주지, 서식지
habitat 거주지, 서식지
habitat 서식지
habitat 서식지
habitat 서식지
habitat 서식지
habitat 서식지
habitat 서식지
habituation 습관화
hair-triggered 즉각적인
Hall of Fame 명예의 전당
halo 후광

halt 멈추다, 세우다
hand over 건네주다, 양도하다
hand-eye coordination 손과 눈의 동작을
일치시키는 능력
handful 몇 안 되는 수, 소수, 한 움큼
handful 소수, 소량
hand-held 손에 쥐고 쓸 수 있는
handle 다스리다, 다루다
handling 출하, 처리
handout 유인물
handy 편리한
hang in the air 미해결 상태에 있다
hang out 어울려 다니다, 시간을 보내다
happiness-boosting 행복을 증가시키는
harbor 숨겨 주다
harbor 품다
hard and fast rule 변하지 않는[일정불변
의] 규칙
hardness 경도(硬度), 단단함
hardwired (능력·자질 등이) 타고나는
hardy 강인한, 내한성의
hare 산토끼
harmless 해가 없는
harmony 화합
harsh 가혹한
harsh 엄격한, 가혹한
harsh 혹독한, 가혹한
harvest 수확하다
hatch 승강구
haunting 잊히지 않는
have ~ to one’s credit ~을 달성하다[이
루어 내다]
have an impact on ~에 영향을 미치다
have an impact on ~에 영향을 미치다
have game 수준 높은 경기력[기술]을 가
지다
have in mind ~을 염두에 두다
have little bearing on ~와 거의 관계가
없다
have to do with ~와 관련이 있다
hazard 위험
hazardous 위험한
hazard위험
HDTV 고해상도의 TV (h igh-defi nition
television)
head for ~을 향하다
head of water 수압
head office 본사
headdress 머리 장식물
headgear 머리 장식물
headline (신문 기사 따위의) 제1면의 큰
표제
headline (신문 기사, 특히 제1면 머리기
사의) 표제
head-on 정면으로
headquarters 본사, 본부
health care 건강 관리, 보건
healthcare 의료
hearing 청문회, 공청회
heartfelt 마음에서 우러난

heartfelt 진심 어린
heat conductor 열전도체
heat event 폭염
heat exhaustion 열 탈진
heat exhaustion 열사병
heat stroke 열사병
heat stroke 열사병
heat wave 혹서기
heavy (직물 재질이) 두꺼운
heavy 다량의, 무거운
heed 주의를 기울이다
heightened 고조된
hemisphere (뇌의) 반구
hemisphere 반구
hence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hence 따라서
hence 따라서
hence 따라서, 이런 이유로
herbicide 제초제
herbivore 초식동물
herd 무리, 떼
heritability 유전[상속] 가능성
heritable 유전될 수 있는
heritable 유전성의, 유전하는
heritage (국가·사회의) 유산
heritage 유산
heritage 유산
heritage 유산
heritage 전통, 유산
heroine (여자) 영웅, 여자 주인공
hesitate 머뭇거리다, 주저하다
hesitate 주저하다, 망설이다
hesitate 주저하다, 망설이다
hierarchy 계급, 계층
hierarchy 계급, 위계
hierarchy 서열
high seas 공해(公海), 외양(外洋), 외해(外海)
highlight 강조하다
high-pitched 높은음의, (소리가) 날카로운
high-ranking 고위의
hijack 장악하다, 강탈하다
hillside 산비탈
hinder 방해하다
hindwing (곤충의) 뒷날개
hip pocket (바지나 스커트의) 뒷주머니
hiring official채용 관계자
His majesty 폐하
hit a slump 슬럼프를 겪다
hit 히트(웹 서버 로그 파일에서 한 개의
파일에 대한 요청을 의미함)
HMS 왕립 해군함(HMS는 영국 군함 이름
앞에 붙이는 표현으로 Her/His
Majesty’s Ship의 약자임)
hold (신념·의견 등을) 가지다
hold back ~을 말하지 않다[억제하다]
hold down ~을 낮추다, ~을 억제하다
hold for ~에 적용되다
hold true 진실이다, 유효하다
hold 생각하다, (신념·의견 등을) 가지다
holistic 총체적인, 전체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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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y 신성한
home appliance 가전제품
homegrown 토착의, 국산의
honk 경적을 울리다
honor code 명예 규율
honor 기리다, 예우하다
honour ~ with … ~에게 ⋯으로 경의를
표하다
hooded 복면을 한, 모자가 달린
hoof 발굽
hoop (농구의) 링
hoop 링, 고리
hop on the bandwagon 시류에 편승하다
hop 깡충깡충 뛰다
horizon 수평선
hormone therapy 호르몬 요법
horrified 충격을 받은
horrify 경악하게[몸서리치게] 하다
hospitality 서비스(를 요하는 직업 군), 접
대, 환대
hostess 여성 사회자
hostile (진행·달성을) 어렵게 하는, 적대적인
hostile 적대적인
hostile 적대적인
hostility 적개심
hostility 적대, 적의
hostility 적대감
household 가정, 가계
household 가정, 가족
housing 주택
hover over ~ 위를 맴돌다
hub (네트워크의) 허브
Hubble Telescope 허블 망원경
human resources 인사, 인적 자원
human services 인적 서비스, 복지 사업
Humane Society 동물 애호 협회
humanely 인도적으로
humanitarian 인도적인
humanities 인문학
humanities 인문학
humanity 인간성, 인간다움, 인류
humanity 인간의 속성, 인류
humanity 인류
humanity 인류
humanity 인류, 인간성
hurried 서두르는
hurriedly 황급히, 서둘러서
husk 겉껍질
hybrid 혼성의
hybrid 혼성의
hydrologic cycle 물의 순환
hygiene 위생
hygiene 위생
hygiene 위생 상태
hypermutation 과돌연변이
hypermutator 과돌연변이 유발 유전자
hypothalamus 시상하부
hypothesis 가설
hypothesis 가설

hypothesis 가설
hypothesis 가설
hypothesis 가설
hypothesis 가설(pl. hypotheses)
hypothesis 가설(pl. hypotheses)
hysterical 신경질적인
i.e. 즉, 다시 말해(= id est)
ice sheet 빙상, 대륙 빙하
ideal 이상적인, 완벽한
ideal 전형, 이상; 이상적인
ideal 최적의, 이상적인
idealize 이상형으로 삼다, 이상화하다
idealize 이상화하다
ideation 아이디어 형성, 관념화
identical 동일한
identical 똑같은
identifiable 인식 가능한
identification 동일시, 식별
identification 식별, 신원 확인
identification 정체성 확인, 신분 확인
identify oneself 신원을 밝히다
identify with ~와 동일시하다
identify 동일시하다, 확인하다
identify 발견하다, 찾다
identify 식별하다, 알아보다
identify 확인하다
identity 동일성
identity 정체
identity 정체, 신원, 신분
identity 정체성
identity 정체성
identity 정체성
identity 정체성
identity 정체성
identity 정체성
idiom 흔히 사용하는 구호, 관용구
if anything 오히려, 어느 편인가 하면
if nothing else 최소한, 적어도
ignorance 무시, 무지
ignore 무시하다
ignore 무시하다
illegally 불법적으로
illuminate 밝아지다
illumination 조명, 조도
illusion 착각
illusion 착각, 환상
illusion 환상
illustrate (분명히) 보여 주다
illustrate (책 등에) 삽화를 그리다
illustration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실례,
보기
illustration 삽화, 도해
imagery 심상, 화상
imagery 이미지, 마음에 그리는 여러 가지 상(像)
imagery 형상, 심상
imbalance 불균형
imitate 따라 하다, 모방하다
imitate 모방하다
imitation 모방
immature 미성숙한

immediate 가까이에 있는
immediate 즉각적인
immediate 즉각적인
immediate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immediate 직접적인, 즉각적인
immediately 바로 (접하여)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즉시
immediately 즉시
immense 막대한, 거대한
immense 막대한, 굉장한
immense 어마어마한
immense 엄청난
immense 엄청난, 어마어마한
immensely 엄청나게
immerse (액체에) 담그다
immigrant 이민자
immigrate 이주하다
immigration 이민
immigration 이민, 이주
imminent 임박한
immobility 움직이지 않음, 고정, 정지
immobilize 고정시키다
immune 면역(성)의
impact on ~에 강한 영향을 주다
impact 부딪힘, 충돌, 충격
impact 영향
impact 영향을 끼치다
impact 영향을 미치다
impact 영향을 미치다
impact 효과
impair 지장을 주다, 해를 입히다
impairment 장애
impairment 장애
impatience 조급함
impel ~ to ... ~이 …해야만 하게 하다
imperative 지상과제, 의무, 책임
imperative 책무, 의무
impersonal 인격을 갖지 않은, 개인과 관
련이 없는
implement 시행하다
implement 시행하다, 실행하다
implement 실행하다
implement 실행하다, 이행하다
implement 이행하다, 실행하다
implication 영향, 결과
implication 영향, 결과
implication 영향, 의미, 함축
implication 함축된 내용
implicit 암묵적인
implicit 암묵적인, (직접 표현되지 않아도)
사실상 있는
implicit 암묵적인, 내포된
implicitly 암묵적으로, 은연중에
implicitly 암시적으로
imply 넌지시 나타내다
imply 암시하다, 의미하다
impolite 무례한
import 들여오다, 수입하다
impose (세금·형벌을) 부과하다, 지우다
impose 강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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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verish 가난하게 만들다
impress 감명을 주다
impress 인상을 남기다
impressed 감명받은
impression 인상
impression 인상
impression 인상
impressive 인상적인
impressive 인상적인
imprint 흔적
imprisonment 수감, 투옥
improperly 부적절하게
improve 향상하다, 개선하다
improvement 개선 사항
in a row 연속으로
in a timely manner 시기적절하게
in accordance with ~에 따라
in actuality 실제로
in advance 미리, 사전에
in advance of ~에 앞서
in advance 미리
in advance 미리
in all seriousness 진정으로
in captivity 포획 상태의, 감금되어 있는
in charge of ~을 담당하는
in company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사람들
앞에서
in comparison to ~와 비교해서
in conjunction with ~와 함께
in consequence 그 결과, 결과적으로
in contact with ~와 접촉하는
in effect 사실상
in effect 사실상, 실제로는
in favor of ~을 위해서
in general 일반적으로
in general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in harmony with ~와 조화를 이루며
in high demand 아주 인기가 있는
in isolation 별개로
in isolation 별도로, 별개로, 고립되어
in its entirety 전부, 통째로
in its entirety 전체로서
in kind 같은 식으로, 동일한 것으로
in kind 동일한 종류로
in lockstep with ~와 발맞추어
in nature 본질적으로
in one’s own right 그 자체로, 혼자 힘으로
in one’s own way 자기 나름대로
in part 부분적으로
in particular 특히
in partnership with ~와 제휴[협력]하여
in person 직접, 몸소
in principle 원론적으로
in pursuit of ~을 찾아서[추구하여]
in question 문제의, 논란이 되고 있는
in regard to ~에 관해서, ~와 관련하여
in regard to ~와 관련하여
in response to ~에 대한 대응으로
in response to ~에 반응하여

in response to ~에 반응하여
in return for ~에 대한 보답으로
in return 대가로, 대신에
in short supply 공급이 부족한
in succession 잇달아, 연속하여
in terms of ~ 면에서
in terms of ~와 관련해서
in terms of ~의 관점에서
in terms of ~의 관점에서
in terms of ~의 측면[관점]에서
in terms of ~의 측면에서
in the face of ~에도 불구하고
in the face of ~에도 불구하고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우선
in the interests of ~을 위하여
in the long run 결국에는
in the main 대체로
in the short[long] term 단[장]기적으로
in their midst 그것들 중의
in this regard 이러한 점에서
in this respect 이 점에 있어서
in turn 결과적으로
in turn 결국
in turn 결국, 결과적으로
in vain 허사가 되어, 헛되이
in vain 헛되어, 허사가 되어
inaction 활동하지 않음, 무대책
inactivity 비활동(성), 활동하지 않음
inadequate 부적절한
inadequately 불충분하게, 부적절하게
inappropriate 부적절한
inappropriate 부적절한
inappropriate 부적절한
inappropriately 어울리지 않게, 부적당하게
inattention 부주의
incapable of ~을 할 수 없는
incentive structure 유인 구조
incentive 동기, 유인, 자극
incentive 동기, 자극
incentive 동기, 장려책
incentive 동기
incidence 발병률, 발생률
incidence 발생률
incident 사건
incident 일어난 일, 사건
incidentally 우연히
inclination 경향, 성향
inclination 좋아하는 것, 성향
inclined to do ~하는 경향이 있는
inclined 경향을 보이는
inclusion 속함, 포함
inclusive fitness 포괄 적응도
inclusive 포괄적인, 폭넓은
incompatible 양립할 수 없는
incomprehensible 이해할 수 없는
inconsistency 불일치
inconsistent 일치하지 않는
inconvenient 불편한
incorporate 통합시키다
incorporate 통합하다

incorporate 포함하다
incorporate 포함하다
incorporate 포함하다
incorporate 포함하다
incorporate 포함하다, 편입하다
incredible 놀라운, 믿을 수 없는
incredible 대단한, 믿기 어려운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놀라운
incubation 배양, 부화, 잠복
indebted 신세를 진, 빚을 진
indeed 사실, 확실히
indefinitely 무기한으로
indefinitely 무기한으로
independence 독립
independence 독립
independent of ~와 관계없이
independent of ~와는 관계없이, ~와는
별도로
independent 독립적인
independent 독립적인
independent 독립적인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index 목차, 지수
index 지수화하다, 색인을 달다
indicate 보여 주다, 나타내다
indicate 보여 주다, 나타내다
indicate 보여 주다, 나타내다
indicate 보여 주다, 나타내다
indicate 보여주다, 나타내다
indicate 표시하다, 보여 주다
indicate 표시하다, 표현하다
indication 지표, 표시, 암시
indicative of ~을 보여 주는
indicator light 표시등
indicator 지표
indicator 표시등, 표시기
indiscernible 분간하기 어려운
indispensable 없어서는 안 될
indisputable 반론의 여지가 없는, 부인할
수 없는
individualistic 개인주의적인
indivisible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induce 유도하다, 초래하다
induce 유발[초래]하다
induction 유도
industrialization 산업화
industrialized 산업화된
industry 산업
inefficient 비효율적인
inequality 불평등
inescapable 피할 수 없는
inevitability 불가피함, 피할 수 없음
inevitable 불가피한, 필연적인
inevitable 필연적인
inevitably 불가피하게
inevitably 필연적으로
inevitably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inevitably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infamous 불명예스러운, 수치스러운, 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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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ancy 유아기
infancy 초기 (단계), 유아기
infant 젖먹이, 유아
infectious 감염되는, 감염성의
infectious 감염성의
infectious 전염성의
infer 추론하다
infer 추론하다, 암시하다
inferior 열등한, 아랫사람의
inferior 지위가 낮은 사람, 하급자
inferior 질이 낮은, 열등한
inferior 하급자
infinite 끝없는
infinite 무한한
infinite 무한한
infinitely 대단히
inflame 자극하다
inflexible 경직된, 융통성 없는
inform ~ of ...
~에게 …을 알리다
inform 알리다, 통지하다
informal 비공식적인
informal 비공식적인
information graphics 정보그래픽(인포그래픽)
informative 유익한
informed consent 충분한 설명에 입각한
동의
infrared sensor 적외선 센서
infrared 적외선(의)
infrastructure (사회) 기반 시설
ingest 삼키다
ingredient 성분
ingredient 재료
ingredient 재료
inhabitant 주민
inherent 내재되어 있는
inherent 내재하는, 고유의
inherent 내재하는, 타고난
inherently 본질적으로
inherently 본질적으로
inherently 본질적으로
inherently 본질적으로
inherit 계승하다, 물려받다
inherit 물려받다
inherit 물려받다, 상속하다
inherited 물려받은, 상속한
inhibit 방해하다
inhibition 금지
initial 이름의 첫 글자[머리글자]
initial 처음의
initial 처음의
initial 처음의
initial 처음의
initial 초기의
initial 최초의
initially 처음에
initially 처음에
initially 처음에
initially 처음에, 시초에
initially 초기에

initiate 시작하다
initiate 시작하다
initiate 시작하다
initiation 시작
inject 주입하다
injustice 부당성, 불평등
innate 선천적인
innate 타고난
innate 타고난, 선천적인
inner critic 내면의 비판가
inner-city 도심 지역의
inning (야구) 회(回), 이닝
inning (야구에서 9회 중의 한) 회
innocent 순진한, 천진난만한
innovate 도입하다, 받아들이다, 혁신하다
innovate 혁신하다
innovation 혁신
innovation 혁신
innovation 혁신
innovation 혁신
innovation 혁신(적인 것)
innovation 혁신(적인 장치[방식·아이디어])
innovation 혁신, 쇄신
innovative 독창적인, 혁신적인
innovative 혁신적인
innovative 혁신적인
innumerable 수없이 많은
input 의견, 조언
input 정보, 투입
inquire 질문을 하다, 묻다
inquiry 연구, 조사
inquiry 조사, 취조
ins and outs 상세한 내용
inscribe 새기다
insecure 불안한
insight 통찰
insight 통찰
insight 통찰(력)
insight 통찰, 통찰력
insight 통찰력
insight 통찰력
insight 통찰력
insightful 통찰력 있는
insignificant 대수롭지 않은, 하찮은
insignificant 하찮은, 사소한
insofar as ~에 한해서는
insolvable 해결할 수 없는
inspection 점검, 검사
inspector 경감
inspiration 영감
inspiration 영감
nspiration 자극제, 영감을 주는 존재
inspire 고무하다
inspire 고무하다, 고취하다, 영감을 주다
inspire 생겨나게 하다, 영감을 불어 넣다
inspire 영감을 주다
inspire 영감을 주다, 불어넣다
instal 설치하다
install 설치하다
installation 설치

instance 사례, 경우
instantaneous 즉시의, 즉각적인
instantly 곧, 즉시
instantly 즉각적으로
instantly 즉각적으로
instantly 즉각적으로, 곧장
instinct 본능
instinctive 본능적인, 본능의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institute 도입하다
institution (대학·은행 등과 같이 특정 목
적을 지닌 대규모) 기관[단체]
institution 기관
institution 기관, (정신 질환자 등을 위한)
보호 시설
institution 기관, 제도
institution 제도
institution 제도, 기관
institutional 영업용의, 대량 소비자용의
institutional 제도적인, 기관의
institutionally 제도적으로
instruct 지시하다
instruct 지시하다
instruction 교육, 지도
instruction 설명
instruction 지시
instructions (사용) 설명(서)
instructions 설명서
instructions 지시
instructor 강사
instructor 교사, 강사
instrument 계기(計器)
instrument 악기
instrument 악기, 기구
instrumental music 기악곡
instrumental 도구의, 도구적인
instrumental 도움이 되는
insufficient 불충분한
insult 모욕; 모욕하다
insurance policy 보험 증권[증서]
insurance 보험
insurance 예방책, 보험
insurmountable 극복할 수 없는
intact 온전한
intact 온전한, 영향 받지 않는
intake 섭취
intake 섭취(량)
intake 섭취량, 섭취
integral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로서) 필수
적인
integral 필수적인
integral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될
integrate 통합되다
integrate 통합하다
integrate 통합하다
integrate 통합하다
integrate 통합하다
integrate 통합하다
integrate 통합하다, 완성하다
integrate 통합하다, 흡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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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통합
integration 통합
integration 통합
integrity 완전한 상태, 온전함
integrity 완전한 상태, 온전함, 정직
integrity 정직, 성실, 완전무결
integrity 진실성
intellect 지적 능력
intellectual horsepower 지적 능력
intellectual 지식인
intellectual 지적인
intellectual 지적인
intellectual 지적인
intelligence 지능
intelligence 지능
intelligence 지능, 정보, 기밀
intelligible (쉽게) 이해할 수 있는
intend 의도하다
intend 의도하다
intense 강렬한
intense 극심한, 치열한
intense 심한
intensely 매우
intensified 증가된, 증대된
intensify 강화하다
intensify 심화하다, 강화하다
intensity 강도
intensity 강도
intensity 강도
intensity 강도, 세기, 격렬함
intensity 강렬함, 강도
intensive 집중적인
intent 의도
intention 의도
intention 의도
intention 의도
intention 의도
intention 의도
intention 의도, 의사
intention 의사, 의도
intentional 의도적인
interact 상호 작용을 하다
interact 상호작용하다
interaction 상호작용
interaction 상호작용
interaction 상호작용
interactive 쌍방향의, 상호 간의
intercept (무전이나 방송 등을) 수신하다,
엿듣다, 가로채다
interchange (고속도로) 분기점
intercom 구내 통신
interdependence 상호의존
interdependent 상호의존적인
interfere 방해하다
interference 간섭
interior 내부의
intermediate 중간의
intermediate 중간의
internal 내적인

internalise 내면화하다
internally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internationalization 국제화
interpersonal 대인 관계의, 사람 사이의
interplay 상호작용
interpret 해석하다
interpret 해석하다
interpret 해석하다
interpret 해석하다
interpret 해석하다, 이해하다
interpretation 해석
interpretation 해석
interpretation 해석
interrupt 방해하다
interrupt 방해하다
interrupt 저지하다, 방해하다
interruption (통신 등의) 장애, 중단
interruption 방해
intersect 교차하다
interstate 주간[주와 주 사이의] 고속도로
interstellar 항성 간의, 별과 별 사이의
intertwine 뒤얽다, 엮다
interval 시기, 기간
intervene 개입하다, 간섭하다
intervention 개입
intervention 개입, 중재
intervention 중재, 개입
interweave(- interwove - interwoven) (실·
털실 등을) 섞어 짜다[넣다]
intestine 장(腸)
intimate 사적인, 친밀한
intimate 친밀한
intimately 친밀하게, 깊게
intimidate 겁을 주다, 위협하다
intonation 억양
intranet 구내 인터넷 통신망
intranet 내부 전산망
intricate 복잡한
intriguingly 흥미롭게
intrinsic 고유한, 본질적인
introduce (처음) 도입하다
introduction 도입부, 머리말
introductory psychology 심리학 입문
introductory 입문의, 도입의
intrude 침범하다
intuition 직관
intuition 직관(력)
intuition 직관(력)
intuitionist 직관론적인; 직관론자
intuitive 직관적인
intuitively 직관적으로
invader 침략자
invader 침입자
invariably 언제나, 변함없이
invariably 언제나, 예외 없이
invasion 침공, 침략
invasion 침해
invasion 침해, 침범
invasive 급속히 퍼지는, 침습성의
invent 꾸며내다

invention 창의력, 독창성; 발명
inventory 목록
invest 투자하다
investigate 살피다, 조사하다
investigate 연구하다, 조사하다
investigate 조사하다
investigate 조사하다
investigative 조사의, 연구의
investigator 연구원, 조사자
investigator 조사관
investment 투자
investment 투자
invisibility 불가시성, 눈에 보이지 않음
invisible 보이지 않는
invisible 보이지 않는
invisible 보이지 않는
inviting 매력적인, 남의 눈을 끄는
involve (밀접하게) 연관되다, 포함하다
involve 관련시키다
involve 수반하다, 관련시키다
involve 수반하다, 관련시키다
involve 수반하다, 포함하다
involve 수반하다, 포함하다
involved 수반되는
involvement 참여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iron (쇠처럼) 강한
ironic 모순적인, 반어적인
ironic 반어적인
ironic 역설적인
ironically 역설적으로
irrational 비이성적인
irrational 비합리적인
irrelevant 무관한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는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는
irrespective of ~와 상관없이
irritating 신경질 나게 하는
isle 섬
isolate 고립시키다
isolate 고립시키다
isolate 분리시키다
isolated 고립된
isolated 고립된, 격리된
isolated 단발적인, 단 한 번의, 고립된, 외딴
isolated 외딴, 격리된, 고립된
isolate고립시키다
isolation 고립, 격리
issue (잡지 등의) 호
jar 주둥이가 넓은 병, 단지
Jell-O 젤로(디저트 식품의 일종)
Jet Propulsion Laboratory
제트 추진 연구소(미국 NASA 산하 기구)
Jew 유대인
jewelry 장신구, 보석 세공
job application 입사 지원서
joint 관절
jokingly 농담 삼아
jokingly 농담 삼아, 장난으로
journalist 기자,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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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 심사하다
judgment 판단
jump at ~을 덥석 잡다
jump in 불쑥 끼어들다
jump 화들짝 놀라다
junction 교차로
junk food junkie 정크 푸드 중독자(건강
에 좋지 못한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에 중독된 사람)
jury 심사위원단
just around the corner 임박한
justice system 사법 제도
justice 공정성
justification 정당성, 정당화
justification 정당한 이유, 정당화
justified 정당한
justified 정당한
justify 정당화하다
justify 정당화하다
justify 정당화하다
keen 깊은, 열정적인
keen 열망하는, 날카로운
keen 열정적인, 열렬한
keep ~ to oneself ~을 혼자만 간직하다
[비밀로 간직하다]
keep at it 견디어 내다
keep track of ~을 놓치지 않다, ~에 대
해 계속 파악하다
keyed to ~에 맞춰진
kidney 신장
kilt 킬트(스코틀랜드 남자들이 입는 격자
무늬 모직으로 된 짧은 치마)
kin 친족, 일가
kinship 친족
kit 용품 세트
kitchen counter 부엌 조리대
knee 무릎
kneel 무릎을 꿇다
knit 결속하다
knock out ~을 차단하다, ~을 파괴하다,
~을 기절시키다
knowingly 고의로
knowledgeable 아는 것이 많은
krill 크릴(남극 근해에 사는 작은 새우류의
총칭)
lab coat 실험실 가운
label ~ as … ~을 (…이라고) 부르다, 분류
하다
label 묘사하다, 라벨로 나타내다
label 부르다, 꼬리표[딱지]를 붙이다
label 호칭, 명칭, 꼬리표
labor cost 인건비
laboratory 실험실
laboratory 실험실
laboratory 연구소
lack (~이) 결핍되다, (~이) 없다
lack 부족, 결핍
lack 부족, 결핍
lamb 어린 양

land-dwelling 육지에 거주하는
landfill 매립 쓰레기
landmark 명소
landmass 육지
landscape 경관, 풍경
landscape 분야, 경치, 풍경
landscape 상황, 풍경, 전망
landscape 지역, 경관, 풍경
landscape 지형, 풍경
landscaper 조경사, 정원사
landscaping 조경
lapse (시간의) 경과
largely 대체로
larva 유충, 애벌레(pl. larvae)
last 오래가다, 지속되다
last 지속되다
last-minute 막바지의, 마지막 순간의
launch 시작하다
launch 시작하다
laundry 세탁물
laureate 수상자
lawn 잔디
lawn 잔디(밭)
lay out (계획·주장 등을 잘 정리하여) 제
시하다
lay out ~을 펼치다
layer 층
layout 배치
layperson 비전문가(pl. laypeople)
lead on to ~으로 이어지다
lead the charge 기꺼이 노력하다
lead to (결과로) ~을 가져오다, ~을 유발
하다
lead to ~으로 이어지다
lead to ~을 유발 [초래] 하다
leadership pipeline 리더십 파이프라인
leading 선도적인, 주도하는
leaflet 전단
leafy 잎이 무성한
leak 기밀 유출
leak 새어 나오다, 새다
lean (몸을) 숙이다, 굽히다. 기대다
lean against ~에 기대다
lean forward 앞으로 몸을 숙이다
leave ~ alone ~을 내버려 두다
leave of absence 휴가
lecturer 강사
legend 전설
legend 전설(적 인물)
legendary 전설적인
legendary 전설적인, 아주 유명한
legislation 법률
legitimacy 정당성
legitimacy 정통성, 합법성
legitimate 정당화하다
legitimately 정당하게, 적법하게
legitimately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legitimize 합법적으로 인정하다
leisure 레저, 여가
leisure 여가, 레저

lend oneself to ~에 기여하다, ~에 도움
이 되다
lengthwise 길게, 세로로
lengthy 긴, 장황한
lengthy 지루한
let down ~을 저버리다[실망시키다]
lethal 치명적인
level (사회적·권한상의) 층, 지위, 수준
level 평평한
lever 지렛대
liable to ~하기 쉬운
liable to do ~할 가능성이 있는, ~하기
쉬운
liberate 해방시키다
liberation 해방
license 라이선스, 면허, 허가
license 자격, 면허
licensee 라이선스 소유자, 면허를 받은 사람
licensing fee 특허권 사용료
licensing 허가
lid 뚜껑
lie detector 거짓말 탐지기
lie in wait for ~을 숨어서 기다리다
lieutenant (해군) 대위, (육군·공군 등) 중위
life cycle 생활 주기
lifeguard 인명 구조원; 인명을 구조하다
lifeline (물에 빠진 사람 등에게 던져 주
는)구명 밧줄
life-scripted 살면서 얻게 된
lift off ~을 이륙시키다
light bulb 백열전구
lighthouse 등대
lighting 명암, 조명
like a house on fire 재빠르게
likeable 호감이 가는
likelihood 가능성
likelihood 가능성
likely ~할 가능성이 있는; 아마, 어쩌면
likewise 마찬가지로
limb 팔, 다리, 손발, 수족
limb 팔다리, 큰 가지
limit 한도, 제한
limitation 제약, 한계
limitation 제한, 한정
limitation 제한점, 한계
limitation 한계
limitation 한계
limitation 한계, 제한
limitation 한계, 제한
limited 제한된
limited 제한된
limited 제한된, 한정된
limited 한계가 있는, 부족한
limited 한정된
line 깔다, 안감을 대다
line 대사
lineage 혈통, 계통
linear 1차원의, 선형적인, 직선의
linear 선의
linguist 언어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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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guistic 언어적
linked to ~와 연관된
linked 연관된
liquid 액상의, 액체의
liquid 액체(의)
literacy 능력, 지식
literacy 읽고 쓰는 능력
literally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literally 말 그대로
literally 말[문자] 그대로
literary 문학의
literary 문학의
literary 문학의
literature 문헌, 문학
live up to ~에 부응하다
live with ~을 감수하다
live 전류가 흐르는
livelihood 생계
load 부담, 부하, 하중
load 부하, 부담
load 싣다
load 적재하다, 싣다
loaded 저의가 있는, 짐을 실은
loan 대출
loan 대출(금), 융자(금)
local (특정한) 지역의, 현지의
local stream 지역 하천
local 국지적인
local 지역주민
localization 국지화, 지역화
locate (위치를) 찾아내다, 위치시키다
locate in ~에서 사업을 시작하다
locate 찾아내다
locate 찾아내다
locate 찾아내다, ~의 장소를 알아내다
locate 찾아내다, 위치를 알아내다
location 장소, 위치
location 장소, 위치
location 지역, 위치
log 통나무
logic 논리적인 말, 논리(학)
logical 논리적인
logical 논리적인
lonely 외로운
loner 외톨이
long 갈망하다
long-established 오랫동안 있어 온
longevity 오랜 지속, 장수
longevity 장수
longing 갈망, 열망
longitudinal 장기적인
long-lasting 오래 지속되는
long-standing 오래 지속되는
long-standing 오래 지속된
look on 지켜보다
look to do ~하려고 하다[애쓰다]
loosely 느슨하게
loosen 풀다
lose sight of ~이 더 이상 안 보이게 되다

lose track of ~을 계속 파악하지 못하다
lot 부지, 지역
lottery 복권
low-lying 저지대에 놓인
loyalty 충성, 충실
Luddite 러다이트, 신기술 반대자
lung cancer 폐암
lure 유혹하다
lying-in-state (매장 전의) 시신 일반 공개
machinery 기계류
macrobiological 거시생물학의
macrocosmic 대우주의
macro-level 거시적 수준의
made-up 꾸며낸
magical 마법과 같은, 마법의
magically 마법에 걸린 듯이, 마법처럼
magnet 자석
magnetic field 자기장
mahogany 마호가니
mail-in 우편 처리, 우편으로 처리하는 것
maintain 유지하다
maintain 유지하다
maintain 유지하다
maintain 유지하다
maintain 유지하다, 보존하다
maintenance 관리, 유지
maintenance 유지
maintenance 유지
major (특정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 (특정
과목의) 전공가
major key (음악에서의) 장조
make allowance(s) for ~을 감안[참작]하다
make an estimate 추정하다
make an issue out of ~을 문제삼다
make it to ~에 이르다, 도착하다
make it 성공하다
make money 돈을 벌다
make one’s acquaintance ~와 아는 사이
가 되다
make one’s way 나아가다
make out ~을 이해하다
make reference to ~을 언급하다, ~을 참
조하다
make sense of ~을 이해하다
make sense of ~을 이해하다
make sense 타당하다
make sense 타당하다, 이치에 맞다
make sense 타당하다, 이치에 맞다
make sure 확인하다
make the deadline 마감 시간에 맞추다
make up ~을 구성하다
make up for ~을 보충하다
make use of ~을 이용하다
maladaptation 부적응
maladaptive 비적응적인, 적응성이 없는
malpractice suit 의료 과실 소송
mammal 포유류
man 인원을 배치하다
management 관리
Mandarin 표준 중국어

manifest 드러내 보이다
manifest 드러내다
manifestation 발현
manifestation 발현, 드러내기, 보이기
manifestation 현시, 모습을 드러냄
manipulable 조작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manipulate 조작하다
manipulate 조작하다, 다루다
manipulate 조종하다
manipulate 조종하다
mankind 인류
mansion 대저택
manual labor 수작업
manual 안내서, 설명서
manually 수동으로, 손으로
manually 수동으로, 손으로
manufacturer 제조사, 생산 회사
manufacturer 제조업체
manufacturing defect 제조상의 결함
manufacturing 제조업
map (지도처럼 상세히) 기술하다[설명하다]
map onto ~에 연결되다
map 발견하다, 보여 주다
mapmaker 지도 제작자
marginal 변두리의, 주변의
marginalize 사회적으로 과소평가하다[무
시하다]
marginalize 사회적으로 무시[과소평가]하다
marginalize 하찮은 존재로 만들다, 무시하다
marine community 해양 생물 군집
mariner 선원, 뱃사람
markedly 현저하게
market share 시장 점유율
marking 무늬, 반점, 표시
masculine 남성의
mask 감추다, 가리다
mask 덮어 가리다
mass 대량의
mass 질량
massive 거대한
massive 거대한
massive 막대한
massive 엄청나게 큰, 거대한
mass-mail 단체 메일을 전송하다
match 일치하다
material 물질로 된, 물질적인
material 소재, 내용
material 재료, 자료
mathematician 수학자
matriclan 모계 씨족
matter 중요하다
matter-of-fact 무미건조한, 실제의
mature 다 자란
mature 성숙하다
maturity 성숙(도)
maxim 격언
maximize 최대화하다
maximum 최대 인원; 최고[최대]의
may well 아마 ~일 것이다
may well 아마도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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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비열한
means of transportation 운송수단
means 수단
means 수단
means 수단, 방법
means 수단, 방법
meanwhile 한편, 그동안에
measurably 눈에 띄게, 측정할 수 있게
measure 방책
measure 조치
measure 척도
measure 척도
measure 측정하다
measure 측정하다
measure 측정하다, 판단[평가]하다
measurement 측정
measurement 측정, 치수, 크기
measurement 측정치
measurement 치수, 측정
meatball 미트볼, 고기 완자
mechanical 기계적인
mechanical 기계적인, 역학의
mechanism 기계 장치
mechanism 기제
mechanism 기제, 기계 장치
mechanism 메커니즘, (수행) 구조, (목적
달성) 방법
mechanism 체제, 장치, 메커니즘
mechanization 기계화
mediate 조정하다, 중재하다
mediate 조정하다, 중재하다
mediated 매체의 영향을 받는
mediation 매개, 중개, 조정
mediatory 조정의, 중재의
medication 약물
medication 약물 치료, 약
medicinal 약용의, 약효가 있는
medicinal 약효가 있는, 의약의
medicinally 의학적으로
medieval 중세의
medieval 중세의
medieval 중세의
medieval 중세의
meditate 명상하다
meditation 명상
meditation 명상
meditation 명상
Mediterranean 지중해의
medium 매체
medium 수단, 매체
medium 표현 수단, 매체
meet (운동) 대회, 경기
meet 충족시키다
megadose 대량 투여하다
melt 녹다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집
행 위원
memorialize 추모하다, 기념하다
mental picture 심상

mental reservation 심중 유보, 진의가 아
닌 의사 표시
mental retardation 정신지체
mentally 정신적으로
mere 단순한
merely 단순히, 단지
merge (서로 구분이 안 되게) 어우러지다
[융합되다]
merge 합병하다
merit 가치, 장점
merit 우수성, (칭찬할 만한) 장점
merit 이점, 장점
merry-go-round 어지럽게 돌아감, 회전목마
mess 곤경, 혼란
mess 엉망인 상태
mess 혼란
messy 다루기 힘든, 더러운
messy 혼란스러운, 어질러진
metabolic rate 신진대사율
metaphor 비유, 은유
metaphor 암시하는 것, 은유
metaphor 은유, 비유
metaphorical 은유적인
meteor 유성
method 방법
methodically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methodological 방법론적인
methodological 방법론적인
microbiology 미생물학
microcosmic 소우주의
microscope 현미경
midlatitude 중위도의
might (very) well 아마 ~일 것이다
might just (약한 가능성을 나타내어) 혹시
나 ~할지도 모르겠다
might not want to do ~하지 않는 게
좋다, ~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migrate 이동하다
migrate 이동하다, 이주하다
migrate 이동하다, 이주하다
migrate 이주하다, 이동하다
migration 이주
migration 이주, 이동
migration 이주, 이동
military intervention 군사적 개입
military student 사관생도, 학군(學軍)
military veteran 퇴역 군인
millennium 천 년(pl. millennia)
millennium 천 년(pl. millennia)
millisecond 밀리세컨드(1,000분의 1초)
mindful of ~을 유념하는
mindfulness 주의 깊음, 유념함
mindlessly 무심코
mine 캐내다, 채굴하다
miner 광부
minimally 최소한도로
minimize 과소평가하다, 경시하다
minimize 최소화하다
minimize 최소화하다
minimize 최소화하다

minimize 최소화하다
minor 대수롭지 않은
minority 소수 (집단)
miraculous 기적을 행하는
misbehave 잘못된 행동을 하다
mischief 해악, 해
misconception 틀린 생각, 오해
miser 구두쇠, 수전노(守錢奴)
misguided 잘못 이해한[판단한]
misjudge 잘못 판단하다
mislead 오도하다
mislead 오도하다, 호도하다
misleading 오도하는
misleading 오도하는
miss 잡지 못하다, 놓치다
mistake ~ for ... ~을 ⋯으로 착각하다
mistaken 잘못된
mistaken 틀린, 잘못된
mixture 혼합(물)
mobile 이동성이 있는
mobile 이동하는, 기동성 있는
mobility 이동(성), 기동(성)
mobility 이동성
mobilization 동원
mobilize 동원하다
model ~ on ... ...에 맞추어 ~을 만들다
moderate 보통의, 웬만한
moderate 온건한, 적절한
moderate 적당한
moderate 적절한
moderate 절제하다, 조절하다
moderate 중간의, 적당한
moderation 절제, 적당함
modernity 근대성, 현대성
modernity 현대성, 현대적인 것
modernization 현대화, 현대화한 것
modernize 현대화하다
modernize 현대화하다
modest 수수한, 겸손한
modify 바꾸다, 수정하다
modify 변형하다
modify 수정하다, 바꾸다
modify 수정하다, 변경하다
modify 수정하다, 변경하다
modulation 조정, 조절
molecularly 분자적으로, 분자로
molecule 분자
molecule 분자
molecule 분자
molecule 분자
molecule 분자
momentary 매 순간의, 시시각각의
momentous 중대한
monetary 금전의, 금융의
monetary 재정의, 금전적인, 통화의
monitor 감시하다
monitor 감시하다, 주시하다
monitor 추적 관찰하다
monitor 추적 관찰하다, 감시하다
monk seal 몽크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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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sieur ~씨(영어의 Mr.에 해당하는 경칭)
monument (건물·동상 등의) 기념물
mood 분위기
moral 도덕적인
moral 도덕적인
morale 사기
morality 도덕(성)
morality 도덕성
morality 도덕성
morality 도덕성
more often than not 흔히, 자주
more or less 거의
mortality rate 사망률
mortality 사망, 사망률
mortality 폐사, 사망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motivation 동기
motivation 동기
motivation 동기 부여, 자극, 유도
motivation 동기, 동기 부여
motivation 열의, 동기
motivational speech 격려의 말
motive 동기
motive 동기
motive 동기
motive 동기
motor about 차를 타고 다니다
motor disability 행동 장애
motor 운동의, 운동 신경의
mount 고정하다, 끼우다
mounted (전시·연구·사용을 위해) 고정된,
받침을 댄
mourner 문상객
mourning 애도
movable metal type 금속활자
move ~ forward ~을 진전시키다
move 감동을 주다
mow 깎다, 베다
MRI
자기
공명
영상법
(Magnetic
Resonance Imaging)
mud hut 움막
mud 진흙
muddy 진흙탕인
multicultural 다문화의
multiculturalism 다문화주의
multinational company 다국적 기업
multinational corporation 다국적 기업
(MNC)
multiple 다수의, 복식의
multiply 증식하다
mummification 미라화(化)
murder 죽이다, 살해하다
muscle 근육
musical notation 음악 부호
musicality 음악성
mutation 돌연변이
mutation 변이
mute 약화하다
mutual 상호 간의

mutual 상호간의
mutually 서로, 상호 간에, 공통으로
mysterious 신비로운
mystical 신비주의적인
myth 근거 없는 통념, 잘못된 믿음
myth 속설, 근거 없는 믿음
myth 신화
mythological 신화의, 가공의
mythology 신화
naive 순진한
namely 즉, 다시 말해서
nap 낮잠을 자다
narrative 이야기
narrative 이야기, 담화
narrative 이야기, 서사
narrative 이야기, 서술
narrative 이야기, 서술 기법
narrow 좁은
narrow 한정된, 좁은
NASA 미국 항공 우주국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tiness 심술궂음, 악의
nasty 불쾌한
nasty 해로운, 더러운
nation 국민, 국가
national anthem 국가(國歌)
national defense 국방
nation-state (근대의) 국민[민족] 국가
naturalist 동식물 연구가
naturalize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다
nature 본질
nature 특성, 본성
navigate 이동하여 다니다
navigator 정보 검색자, 항해사
necessity 불가피한 일, 필수품
need 요구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needy 궁핍한
negative 부정적인
neglect 도외시하다
neglect 무시하다
neglect 무시하다, 등한시하다
neglect 무시하다, 소홀히 하다
neglect 방치, 소홀
negotiable 협상이 가능한
negotiate 협상하다
negotiation 협상
negotiation 협상
neighborhood 부근, 근처
neon 네온 빛의
nervous system 신경계
nervous 불안한
neurobiology 신경 생물학
neuroscience 신경 과학
neuroscience 신경과학
neutral 중립의
neutral 중립적인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newsroom 뉴스 편집실
night sweat 자면서 심하게 흘리는 땀
night vision 야간 시력
nightmare 악몽
nitrogen 질소
nitrogen 질소
nitrogen 질소
nitrogen 질소
no charge 무료
no later than 늦어도 ~까지는
no later than 늦어도 ~까지는
no more than (단지) ~에 지나지 않는
no more than 단지 ~만의
no more than 단지 ~일 뿐
nobility 귀족
noble 고결한
nod 끄덕이다
noise barrier 방음벽
nominate (후보로) 추천하다
nomination 후보 추천
nomination 후보에 오름, 지명
nomos 노모스(법률, 관습 등과 같은 인위
적인 것)
noncloned 복제가 아닌 방식으로 태어난,
복제되지 않은
noncommercial 비상업적인
none other than 다름 아닌 바로 ~인
nonessential 중요하지 않은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nonevaluative 평가적이지 않은
nonexistent 존재하지 않는
nonfatal 생명에 지장이 없는
non-geologist 지질학자가 아닌 사람
nonliterate 읽고 쓸 수 없는
non-mainstream 비주류의
nonmilitary 비군사적인
no-nonsense 진지한
nonpatient 비(非)환자
nonperishable (음식이) 상하지 않는, 장기
보존할 수 있는
nonverbal 비언어적인
nonword 존재하지 않는 단어
norm 규범
norm 규범
norm 기준
norm 기준
normative 규준과 연관된, 표준적인
norms 규범
norms 규범
nostalgic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not least 특히
not necessarily 반드시 ~은 아닌
notable 두드러진, 현저한
notably 특히
note 말하다, 언급하다, 주목하다
note 알아차리다, 주목하다
note 언급하다, ~에 주목하다
note 주목하다, 알아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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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주목하다, 지적하다
note 짧은 편지
nothing but ~에 불과한, 그저 ~일 뿐인
nothing-but 한낱, 오로지, 단지
noticeable 두드러진
noticeable 뚜렷한, 두드러진
notify 통지하다
notion 개념
notion 개념
notion 개념, 생각
notion 생각, 개념
notion 생각, 관념
nourishment 자양분, 영양
novel 새로운
novelty 새로운 것, 새로움
novelty 새로움
novice 초보자
now that ~이므로, ~이기 때문에
nuclear 원자력(의)
nuisance (불법) 방해, 폐
numerous 무수한
numerous 무수한
numerous 무수히 많은
numerous 수많은
numerous 수많은
numerous 수많은
numerous 수많은, 다수의
nursery 생육지, 생육 환경, 탁아소
nurture 키우다
nurture 키우다, 양육하다
nutrient 양분, 자양분
nutrient 영양분, 영양물
nutrient 영양분, 영양소
nutrient 영양소
nutrient 영양소, 영양분
nutrition 영양
nutritional 영양상의
nutritional 영양의
obedient 따르는, 순종하는
obese 비만인, 비만의
object 목적, 목표
object 이의를 제기하다
objective 객관적인
objective 객관적인
objective 객관적인
objective 목표
objective 목표
objective 목표, 목적
objectivity 객관성, 타당성
obligate 의무를 지우다
obligation 의무
obligation 책임, 임무
obscure 불분명한
obscure 이해하기 힘든, 알기 어려운
observation 관찰
observation 관찰
observation 관찰
observation 관찰
observation 관찰 (결과)

observation 관찰 기록[정보], 관측
observation 의견, 비평
observation-based 관찰에 기반한
observe 관찰하다
observe 알다, 알아채다, 관찰하다
observe 언급하다, 관찰하다
observe 지키다, 준수하다
observe 지키다, 준수하다
observe 참관하다
obstacle 장애물
obstacle 장애물
obstruct 방해하다
obtain 얻다, 획득하다
obtain 얻다, 획득하다
obtain 얻다, 획득하다
obvious 명백한
obvious 분명한
obvious 분명한
obvious 분명한, 명백한
obvious 분명한, 명백한
obvious 분명한, 확실한
obvious 쉽게 알 수 있는, 명백한
obvious 확실한, 명백한
occasion 계기, 이유
occasion 때, 경우
occasion 행사
occasion 행사, 경우
occasional 이따금씩의
occasionally 때로
occupational structure 직업 구조
occupy 차지하다
occupy 차지하다
occurrence (일·사건 등의) 발생, 일어남
ocean current 해류
oceanic 바다의
odd ~여의, ~ 남짓의
odd 이상한
odd 임시(직)의
oddly enough 아주 묘하게도
odds 가능성
odds 역경, 곤란
odourless 냄새가 없는
of the essence 절대적으로 중요한
offend 불쾌하게 하다
offending 불쾌감을 주는, 성가신
offense 해, 상해, 죄
office complex 사무실 단지
official (경기) 관계자, 임원
official 경기 임원, 공무원
official 관리
official 심판, 공무원
offset 상쇄하다
offshore 해외의
offspring 새끼
old man’s beard 소나무겨우살이과의 이끼
omission 누락, 빠짐
omission 부작위(不作爲), 생략
omission 부작위, 태만
omit 누락하다, 생략하다
omit 생략하다

on
on
on
on
on
on
on
on
on
on

a regular basis 정기[규칙]적으로
average 대체로
average 대체로, 평균적으로
behalf of ~을 대신[대표]하여
faith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여
hold 보류된
occasion 이따금
the basis of ~에 근거하여
the basis of ~에 근거하여
the basis of ~에 근거하여, ~을 기반
으로
on the edge of ~하려는 찰나
on the grounds that ~이라는 이유 [근
거]로
on the line 위태로운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on the order of 대략 ~ 정도로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on the part of ~ 쪽에서
on the spot 즉석에서
on the spur of the moment 생각나는 대
로, 갑자기
on time 시간을 지키는
on-campus 캠퍼스 내의, 대학 내의
one of those days 그저 그런 날 중 하나
one-on-one 일대일로
one-way mirror 한쪽 방향에서만 볼 수
있는 거울
ongoing 계속 진행 중인
only a few 아주 소수의
on-site 현장의, 현지의
open (사방이) 탁 트인, 막혀[둘러싸여] 있
지 않은
open ocean 외해
open to question 의문의 여지가 있는
open up ~을 가능하게 하다
opening reception 개회 환영회, 오프닝
리셉션
operate 영업하다
operate 일하다, 작전을 벌이다
operation 수술
operation 운영
operator 사업자, 운영자
opponent 반대자
opponent 상대, 대항자
opponent 상대편
opportunity 기회
opposed to ~에 반대하는
opposing 대립되는, 상반되는
opposing 반대의, 서로 다른[대립되는]
opposing 상대 팀의, 서로 겨루는
opposing 상대팀의, 서로 겨루는
opposing 서로 대립하는
opposite 반대
opposite 반대의
opposite 정반대(의 것)
opposition 야당
oppression 억압, 압박
optical 광학의, 시각적인
optimal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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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최적의
optimal 최적의
optimist 낙관주의자
optimistic 낙관적인
optimistic 낙관적인
optimized 최적화된
option 선택할 수 있는 것, 선택권
oral tradition 구전, 말로 전해지는 전통
oral 구술의, 구두의
oral 구전의
orchestrate (조화롭게) 짜다, 편성하다
order 명령하다
order 순서
order 질서
ordered 질서 정연한, 정돈된
orderly 질서 정연한
orderly 질서 정연한
ordinarily 보통
ordinary 평범한
ordinary 평범한
organ meat 내장육(內臟肉)
organ 장기
organ 장기, 기관
organic matter 유기물
organic 유기농의
organisation 조직, 기관
organise 준비하다, 조직하다
organism 생물, 유기체
organism 생물체, 유기체
organism 유기체
organism 유기체, 생물
organization 기관, 단체
organization 유기체, 유기적 조직
organizational 조직의
organizationally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organize (내용을) 구성하다[체계화하다]
organize 구성하다, 정리하다
organize 구조화하다
organize 조직하다
orient (어떤 방향으로) 향하다
origin 근원
origin 기원
original 독창적인
original 원래의, 최초의
original 원형, 실물
originally 원래
originally 처음에, 최초에
originate from ~에서 기원하다[유래하다]
originate from ~에서 비롯되다
originate 비롯되다, 유래하다
originate 비롯되다, 유래하다
Osiris 오시리스(저승을 지배하는 신)
other than ~ 이외에
other than ~ 이외에
others 비슷한 부류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다른 방법으로,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out of character 어울리지 않는, 조화되지
않는
out of touch with ~을 알지 못하는
outcome 결과
outcome 결과
outcome 결과
outcome 결과
outcome 결과
outcome 결과
outcome 결과
outcome 결과
outdo 능가하다
outdo 능가하다
outgrow (옷 등에 비해 사람의 몸 등이)
너무 커져 맞지 않게 되다
outgrow 너무 자라다
outline 약술하다
outline 윤곽
outlook 관점, 시각, 전망
outmoded 구식이 된, 쓰이지 않는
output 생산량
outraged 화가 난
outright 노골적인, 명백한
outright 명백한, 솔직한
outright 전면적인, 완전한
outrun ~으로부터 달아나다
outset 처음, 시작
outsized 아주 커다란, 대형의
outstanding 두드러진, 눈에 띄는
outstanding 뛰어난
outstanding 뛰어난
outstrip 앞지르다
outweigh 능가하다
outwit ~보다 한 수 앞서다
over and over 반복적으로
overall 전반적으로
overall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overcome 극복하다
overcome 극복하다
overcome 극복하다
overconfidence 과신
overdue 기한이 지난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overlap 겹치다
overlap 겹치다, 중복되다
overload 과부하
overload 과부하가 걸리게 하다
overlook 간과하다
overlook 간과하다
overlook 무시하다, 간과하다
overly 과도하게
overnight 숙박(의), 일박(의)
overnight 하룻밤 동안
overnight 하룻밤 동안의
overreact 과도하게 반응하다
overrun 압도하다
overseas 해외의
oversee 감독하다
overshadow 무색하게 만들다, 그늘을 드
리우다

oversimplification 지나친 단순화
oversupply 과잉 공급하다
overtake 덮치다
overuse 남용하다; 과도한 사용
overwhelmed 압도된
overwhelming 감당하기 어려운
overwhelming 감당하기 어려운, 압도적인
overwhelming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overwhelming 극복하기 힘든, 저항하기
힘든
overwhelmingly 극도로, 압도적으로
owe ~ to ... ~은 ⋯ 덕분이다
ownership 소유
ownership 소유권
ozone layer 오존층
pace 속도
Pacific 태평양(의)
pacifist 평화주의자(의)
pack (개나 늑대의) 무리[떼]
package 종합 정책, 일괄 계획
packaging 포장
packaging 포장재
pad 선인장의 납작하고 살집이 있는 패들
모양의 줄기 부분
pair 결합하다, 한 쌍이 되다; 한 쌍
pair 짝을 짓다
pale 창백한, 핼쑥한
panel 전문가 집단, 패널
panic 공포, 공황
panic 공황 상태에 빠지다
panic 극심한 공포, 공황
panicky 당혹스러운
paper 논문
paper 논문, 종이
paperback 문고판의
paperwork 서류, 문서 업무
papyrus 파피루스(고대 이집트의 제지 원료)
parable 비유, 우화
paradigm 이론[사고]의 틀, 예, 모범
paradigmatically 전형적으로
paradox 역설
paradoxical 역설적인
paradoxical 역설적인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
만, 역설적으로
paralyze 마비시키다
paralyze 마비시키다
parental 부모의
parenthood 부모임
parenting 육아
parenting 육아
parking garage 주차장 건물
participant observer 참여 관찰자
participant 참가자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participate 참가하다
participate 참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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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참가
participation 참여
participation 참여
participatory 참여적인
particle 미립자, 극히 작은 조각
particular 꼼꼼한, 까다로운
particular 특정한
particularly 특별히
part-time job 시간제 근무[일]
party (소송·계약 등의) 당사자
party 측, 당사자
pass on ~을 전수하다[넘겨주다]
pass over ~을 무시하다
pass up ~의 기회를 놓치다
passage 경과, 추이, 통로, 통과
passion 열정
passion 열정
passion 열정적 취미[활동]
passionate 열정적인
passionate 열정적인
paste 붙이다
pastime 오락
pastime 유희, 오락
pat 쓰다듬다
patch 안대, 패치
patch 작은 땅, 구역
patent 특허
patent 특허
patent 특허를 받다; 특허
patent 특허를 받다; 특허(권)
paternal 아버지의
path 경로
pathological 병리학적인
patron 고객, 단골
patron 후원자
patron 후원자, 고객
pause 잠시 멈추다
pause 휴지(休止), 중지, 쉼
pave (길을) 포장하다
pavement 노면, 포장도로
pay for itself 비용만큼 돈이 절약되다
pay lip service to ∼에 대해 말로만 칭찬
하다
pay off 성과를 올리다, 성공하다
paycheck 봉급
pay-off 보상, 이득
payout 지급(금)
pea 완두콩
Peace Corps 평화 봉사단
peak 절정
peak 절정, 정점
peak 최고점
peasant 소작농
peck 가벼운 입맞춤
pedestrian 보행자
pedestrian 보행자
peer advisor 또래 조언자
peer support 또래 지원, 동료 지원
peer 동료

peer 응시하다, 쳐다보다
per se 그 자체로
perceive 감지하다, 지각하다
perceive 인식하다
perceive 인식하다, 인지하다
perceive 인지하다
perceive 인지하다
perceptible 인지할 수 있는
perception 인식
perception 인식
perception 인식
perception 인식
perception 인식
perception 인식
perception 인식, 자각
perception 인식, 지각
perception 인식, 지각
perception 지각
perception 지각
perception 지각(된 것)
perception 지각, 인식
perception 지각, 인지
perception 지각, 자각
perceptual 지각의
perch 걸터앉다
perform 성취하다, 수행하다, 하다
perform 수행하다
perform 행하다, 수행하다
performance 성과, 실적, 수행
performance 수행, 공연
performance 수행, 성과
performance-focused 성과 중심의
performer 연주자
peril 위험
perish 사라지다
perish 죽다
permanent 영구적인
permanently 영구적으로
permanently 영구적으로
permissible 허용되는
permission 허가, 허락
permit 허가증
perseverance 인내력
persist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다
persist 계속 존재하다
persist 지속되다, 고집하다
persistence 끈기
persistence 끈기
persistent 지속하는
persistently 지속적으로, 고집스럽게
personal (물건과 구별하여) 인격적인, 사
람의
personal property 동산
personal 개인적인
personality trait 성격적 특성, 개성
personality 성격, 개성, 인격
personally 개별적으로, 직접
personally 직접, 개인적으로
personification 의인화
personify 의인화하다, 인격화하다

personnel 요원, 대원
personnel 직원
perspective 관점
perspective 관점
perspective 관점
perspective 관점
perspective 관점, 시각
perspective 관점, 시각
perspective 관점, 전망, 시각
perspective 시각, 관점
persuade 설득하다
persuasion 설득
persuasive 설득력이 있는
persuasive 설득력이 있는
pertain to ~와 관련 있다
pervasive 만연하는, 스며드는
pervasive 만연한
pessimism 비관주의
pesticide 농약, 살충제
pesticide 농약, 살충제
pesticide 살충제
pesticide 살충제
pesticide 살충제
pet 쓰다듬다
petroleum 석유
phase 시기, 양상, 국면
phenomenon 사건, 현상
phenomenon 현상
phenomenon 현상
phenomenon 현상
phenomenon 현상
phenomenon 현상
phenomenon 현상
phenomenon 현상(pl. phenomena)
phenomenon 현상(pl. phenomena)
phenomenon 현상, 놀라운 일이나 사물
(pl. phenomena)
philosopher 철학자
philosophically 철학적으로
philosophy 사고방식, 철학
philosophy 원리, 인생관, 철학
philosophy 주의, 인생관
phonograph 축음기
photocopy 복사본; 복사하다
photographic 사진의
photoshop 포토샵으로 처리하다
phrase (간결한) 한마디, 어구
phrase 말, 어구
phrase 말, 어구
phrase 악구
phrase 어구, 구
physical fitness 체력
physical science 자연 과학
physical science 자연 과학
physicist 물리학자
physicist 물리학자
physiological 생리적인
physiological 생리적인
physiology 생리, 생리 기능
physiology 생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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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
pick someone’s brain ~의 지혜[두뇌]를
빌리다
pick up ~을 집어 들다, ~을 구매하다
pictogram 그림 문자
pictorial 회화의, 그림의
picture 마음속에 그리다
piece 작품
pile up ~을 쌓아두다
pile 더미
pinpoint 정확하게 지적[묘사]하다
pirate 해적
pitch (음의) 높이
pitch 음의 높이
pitch 음의 높이
pitcher (야구) 투수
place a limit on ~에 제한을 두다
place an order 주문하다
place limits on ~을 제한하다
place trust in ~을 신뢰하다[신임하다]
placement (학생의) 반 편성, 배치
placement 배치
plain water 맹물
planet 지구, 행성
planet 행성
planetary 지구의, 행성의
plant 심다
plantation (목재 생산을 위한) 조림지, 농장
plate (야구) 홈플레이트(=home plate)
platform 공약
platform 플랫폼(사용 기반이 되는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plausible 그럴듯한, 타당해 보이는
play out 전개되다, 일어나다
play the long game 시간이 걸릴 수도 있
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극 임하다
playoff 우승 결정전
plea 간청
plea 간청
plea 탄원
plenty of 많은
plot 소구획지, 부지
plot 작은 땅 조각
plow (쟁기로) 갈다
ploy 작전, 책략
plural 다양한
plural 복수의
pneumonia 폐렴
pod 꼬투리
point of view 관점
point of view 관점
point out ~을 지적하다
point the finger 지목하다, 비난하다
point up ~을 강조하다
pointed 뾰족한
point-to-point communication 지점 대
지점 간 통신
poisonous 독성이 있는
polar opposite 완전히 반대인 것

policing 치안 유지 활동
policy maker 정책 입안자
policy 방침, 정책
policy 정책
policy 정책
policy 정책
polish 광택제
polish 다듬다, 광을 내다
polish 도정하다, (문질러) 닦다
politically correct 정치적으로 옳은
politically 정치적으로
politics 정치적 견해, 정치(학)
poll 여론 조사
poll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하다
polling 투표
pollutant 오염 물질
pollutant 오염원, 오염 물질
polluted 오염된
polygenic 다유전자성의
pondweed 가래속 수초
pool 모으다
popularity 인기
population 개체군
population 인구
population 인구
porch 현관
portable 휴대용의
portable 휴대하기 쉬운, 휴대용의
portion 부분, 일부
portrait 묘사, 초상, 초상화
portrait 초상화
portray 묘사하다
portray 묘사하다, 그리다
portrayal 묘사
pose (문제 등을) 제기하다
pose (문제 등을) 제기하다, 자세를 취하
게 하다
pose (문제 등을) 제기하다, 주장하다
pose (질문 따위를) 던지다
pose a challenge 도전하다
pose 제기하다
pose 제기하다
position paper 의견서, 성명서
position 자세, 상태, 위치
positive 긍정적인
positive 긍정적인
positively 긍정적으로
possess (자질, 특징을) 지니다[갖추고 있다]
possess 소유하다
possess 소유하다
post (정보 따위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다
[올리다], (우편물을) 발송하다
post 게시하다, 붙이다
post 게시하다; 게시(물)
post 직책
post-literate 활자 문화 이후의
postman 우체부
postpone 연기하다
postscientific 포스트 과학적인(과학의 시
대 이후의)

posture 자세
potential (~이 될) 가능성이 있는
potential 가능성, 잠재력
potential 가능성, 잠재력
potential 가능성, 잠재력
potential 잠재 능력, 잠재력
potential 잠재력
potential 잠재력, 잠재적 능력
potential 잠재적인
potential 잠재적인
potential 잠재적인
potential 잠재적인
potential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potential 잠재적인; 가능성, 잠재력
potentially 어쩌면, 잠재적으로
potentially 어쩌면, 잠재적으로
potentially 잠재적으로
potentially 잠재적으로
pound (심장이) 두근거리다
pour into ~로 쏟아져 들어오다
pour 쏟다, 붓다
poverty line 빈곤선
powdered milk 분유
power supply 전원 장치
powerless 무력한, 힘없는
practical 실용적인
practically 거의
practically 현실적으로, 실제로
practice law 변호사 일을 하다
practice of philosophy 철학 행위
practice 관행
practice 관행, 관례
practice 업무, 실행, 관행
practise 시행하다, 실천하다
practising 현역의, 개업한
practitioner 실무자
practitioner 실무자, 개업한 의사[변호사]
precede ~에 앞서다
precious 귀중한, 값비싼
precious 소중한
precise 정확한
precise 정확한
precisely 바로, 정확히
precisely 정확하게
precision 정확도, 정확성
precision 정확성, 정확도
preclude 배제하다
preconceived 사전에 형성된
predation 포식
predation 포식
predator 포식자
predator 포식자
predator 포식자
predator 포식자, 약탈자
predator 포식자, 약탈자
predecessor 앞서 왔던 사람[것]
predefine 미리 정하다
predict 예측하다
predict 예측하다
predict 예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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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ably 예상대로
prediction 예언, 예측
prediction 예측, 예상
predictive 예측의, 전조가 되는
predictor 예측 변수
predispose ~ to ... ~에게 영향을 주어 …
하게 하다
predominance 지배, 우위, 우세
predominant 주된, 지배적인
predominant 지배적인, 우세한
predominantly 대개, 대부분
predominantly 대부분, 대개
predominantly 주로
predominantly 주로, 대개
predominate 우위를 차지하다
prefer 선호하다
preference 선호
preference 선호
preference 선호
preference 선호
preference 선호(도)
preference 선호(도)
preference 선호도
preference 선호도
preference 선호함, 선호하는 것
preference 우선권, 선호(도)
preferentially 우선적으로
preferentially 우선적으로
prefrontal cortex 전두엽 피질
pregnancy 임신(기간)
pregnant 새끼를 가진[밴], 임신한
prehistoric 선사 시대의
prejudice 편견
prejudice 편견
prejudice 편견을 갖게 하다
prejudice 편견을 갖게 하다
prejudiced 편견을 가진, 편파적인
prelinguistic 언어 이전의
pre-loaded 미리 탑재되어 있는
premature 성급한
premature 조기의, 너무 이른
premium 프리미엄, 할증료
preowned 중고의
prep (미국에서 특히 일류 대학 진학을 위
한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
(preparatory school)
prerequisite 필요조건, 전제 조건
preschool 유치원
preschool 유치원
prescribe 규정하다, 처방하다
prescribe 처방하다
prescribe 처방하다
prescription 처방
prescriptive 지시하는, 규정하는
presence 존재
presence 존재
presence 존재, 있음
presence 존재, 참석
presence 참여, 참석, 존재

presence 존재, 참석
present 제시하다
present 제시하다
present 제시하다, 제공하다
present 주다, 제시하다
present 주다, 증정하다
present 참석한
presentation 공개, 제시
presentation 바침, 증정, 수여
presentation 제시 (방식), 발표
presentation 표현, 제시
preservation 보존
preservative 방부제
preservative 방부제
preserve 보존하다
preserve 보존하다
preserve 보존하다
preserve 보존하다, 보관하다
preserve 보호하다, 유지하다
preserve 유지하다, 보존하다
preserve 지키다, 보존하다
preserved food 보존 식품
presidential nominee 대통령 후보 지명자
press box 기자석
press conference 기자 회견
press for ~을 계속 요구하다
pressing 긴급한
pressing 긴급한
pressure 압력, 압박
pressure 압박, 부담
prestige 위신
prestigious 명망 있는
prestigious 명성 높은
presumably 아마
presumably 아마, 짐작건대
presumably 아마도
presume 상정하다
pretend ~인 척하다
pretend ~인 척하다
prevail 널리 행해지다, 만연하다
prevail 우세하다, 유행하다
prevailing 주된, 널리 퍼진
prevalent 일반적인
prevent ~ from ... ~가 …하는 것을 막다
preventative(= preventive) 예방하는, 예방
적인
prevention 예방
preventive 예방의
previous 이전의
previous 이전의
previous 이전의
previously 이전에
previously 이전에
previously 이전에, 기존에
prewired 이미 정해진, 사전에 내정된
price range 가격대
primacy 탁월함
primal 원초적인, 최초의, 가장 중요한
primarily 주로
primarily 주로

primarily 주로
primarily 주로
primary group 제1차 집단
primary 가장 중요한, 제1의
primary 일차적인, 주요한
primary 일차적인, 주요한
primary 주된
primary 주된
primary 주요한
primary 주요한, 기본적인
primary 처음의, 근원적인, 주요한
primate 영장류
primate 영장류
primate 영장류
Prime Minister 총리
prime 주된
prime 최고의
prime 한창때, 전성기
primitive 원시의
primitive 원시적인
primitive 원시적인
principal 교장
principal 주요한
principal 주요한, 으뜸의, 제1의
principal 주요한, 주된
principally 주로
principle 원리
principle 원리
principle 원리, 원칙
principle 원칙
principle 원칙, 원리
principle 원칙, 원리
principled 절조 있는, 원칙을 지키는
printing press 인쇄기
prior to ~ 이전에
prior to ~ 이전에
prior to ~이전에, ~에 앞서
prior to ~전에, ~에 앞서
prior to ∼이전에
prior 사전의
prioritize 우선시하다
prioritize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prioritize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우선순위
를 매기다
priority 우선 사항
priority 우선순위
priority 우선순위, 우선권
privacy 남의 눈을 피함, 사생활
private 사적인
privately schooled 사립학교 교육을 받은
privatization 사유화, 민영화
privilege 특권
privilege 특권
privilege 특권
privileged 특권을 가진
proactive (상황을 앞서서) 주도하는, 사전
대책을 강구하는
problematic 문제가 되는
problematic 문제가 되는
procedure (의학적인) 처치, 수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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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차[방법]
procedure 과정
procedure 수술, 절차
procedure 절차
procedure 절차
procedure 조치, 절차
proceed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하다
proceed to 이어서[계속해서] ~을 하다
proceed 나아가다
proceed 나아가다, 향하다
proceed 착수하다, 진행하다, 나아가다
process 과정
process 과정
process 처리하다
proclaim 분명히 드러내다[나타내다], 선언
하다
proclaim 선언[선포]하다
proclamation 포고, 선언
product 제품
productivity 생산성
productivity 생산성
productivity 생산성
profession 공언, 언명
profession 직업
profession 직업
professional 전문가
professional 전문적인
proficiency 능숙, 숙달
proficiency 숙달, 능숙함
profile 옆모습, 윤곽
profile 특징
profit 이익
profitability 수익성
profitability 수익성
profitable 수익성 있는
profitable 이익이 되는, 유익한
profound 심오한
profound 엄청난, 심오한
profound 지대한
profound 철저한
profoundly 깊게, 대단히
profoundly 깊이, 몹시
profoundly 대단히, 극도로, 깊이
profoundly 크게, 심오하게
progress (시간이) 지나다, 진행되다
progress 진보, 발전
progress 진척; 발전하다
progression 진전, 발전, 향상
progressive 진보적인
project 비추다
project 예상하다, 기획하다
project 예상하다, 추정하다
project 투영하다, 보여주다
proliferation 확산, 급증
prolong 연장하다, 늘이다
prolonged 오래 지속되는
prolonged 오랫동안의, 장기간의
prolonged 장기적인
prominent 유명한

prominent 유명한, 탁월한
prominent 저명한
prominent 저명한
prominent 저명한, 중요한
promising 잘 될 것 같은, 기대가 되는
promote 고양시키다, 촉진하다
promote 승진시키다, 진급시키다
promote 장려하다, 증진하다
promote 장려하다, 촉진하다
promote 촉진하다
promote 촉진하다, 장려하다
promote 홍보하다
promote 홍보하다, 장려하다
promotion 승진
promotion 진급, 승진
promotion 홍보
prompt 자극하다
promptness 지각하지 않음, 제때 옴
pronoun 대명사
pronounce 선언하다
pronounce 표명하다, 발음하다
proper 엄밀한, 엄격한 의미의
proper 적절한
property 소유물, 재산, 자산
property 속성, 성질
property 속성, 특성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토지, 부동산
property 특성
property 특성
property 특성, 성질
property 특성, 속성
property 특성, 재산
prophecy 예언
proportion 비율
proportion 비율
proportion 비율
proportion 비율
proportional 비례의
propose (계획 등을) 제안하다
propose 계획하다, 제안하다
propose 제시하다
proslavery 노예 제도 옹호(의)
prosocial 친사회적인, 사회에 유리한
prospect 가망, 전망
prospect 전망
prospect 전망, 예상
prospective 장래의
prosperity 번영
prosperous 번영하는
protein 단백질
protein 단백질
protest 항의하다, 저항하다
protocol 규약, 협약
proud as a peacock 의기양양한
prove (~임이) 드러나다
prove 입증하다

prove 입증하다, 증명하다
provided that ~라면, ~라는 조건하에
provider 제공 기관, 제공자
province (행정 구획으로서의) 성(省), 도(道)
provision 제공
provision 제공, 공급
provoke 유발하다
proximity 근접, 가까움
psychology consultancy 심리 상담회사
public administration 공공 행정
public household 공공 부문
public relations 홍보, 섭외
public sector 공공 부문
publication 공개[물]
publication 출간, 출판, 발행
publish 발표하다, 출판하다
pull oneself out of ~에서 벗어나다
pull up short (하던 일을) 갑자기 멈추다
pulp 연한 덩어리, (부드럽게 으깨어서 만
든) 걸쭉한 것
punctuation 구두점
punish 벌하다, 응징하다
punishment 벌
Punjabi 펀자브어(인도 북서부에서 파키스
탄 북부에 걸친 펀자브 지역 출
신자들이 사용하는 말)
puppy 강아지
purchase 구매하다
purely 순전히
purification 정제, 정화
urity 순도, 순수성
purpose 목적
purposeful 목적이 있는
purposeful 목적이 있는
pursue (조사 등을) 계속하다
pursue 추구하다
pursue 추구하다
pursue 추구하다, 좇다
pursue 해나가다, 추구하다
pursuer 추격자
pursuer 추적자
pursuit 연구, 일, 직업
pursuit 추구
pursuit 추구
pursuit 추구
push ~ around ~을 위력으로 강제하다
push on 계속 나아가다
push 분투, 노력
put ~ at risk ~을 위험에 처하게 하다
put ~ in perspective ~을 (제대로) 이해
하다, ~을 전체적인 시야로 보다
put ~ in place ~을 마련하다
put ~ on hold ~을 보류하다
put ~ to the test ~을 시험해 보다
put a call through 전화를 연결하다
put forth ~을 제시하다
put in place (법·규정 등을) 시행하다
put off ~을 미루다, ~을 연기하다
put off ~을 연기하다
put pressure on ~에 압박을 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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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 up 넣어두다
put 표현하다, 말하다
puzzle 곤혹스럽게 하다
puzzled 어리둥절한
qualification 자격
qualification 자격 조건
qualify 자격[면허]을 얻다
qualify 자격을 얻다
qualifying 한정하는, 자격을 주는
qualitatively 질적으로
quality 자질
quality 자질, 품질
quantitatively 양적으로
quantity 양
quantity 양
quest 추구, 탐구
questionnaire 질문서
quicken 빠르게 하다
quit 그만두다, 포기하다
quite 전혀, 절대적으로, 상당히
quote 인용문, 인용구
racial bias 인종 편견
racial 인종의
racial 인종의
racism 인종 차별(주의)
radiant 빛나는
radiation 방사능
radiation 방사선
radiation 방사선 (치료), 복사
radiation 복사(물체로부터 열이나 전자기
파가 사방으로 방출됨, 또는 그 열
이나 전자기파), 방사선
radical 근본적인, 급진적인, 철저한
radical 근본적인, 기초적인
radical 혁명적인, 급진적인
radically 근본적으로, 급진적으로
radio operator 무선 통신병
radioactive source 방사선원[방사선을 방
출하는 물질]
radioactive 방사성의
rag doll 헝겊 인형
rag 누더기 옷
rage 맹렬히 계속되다, (계속) 맹위를 떨치다
random 일정치 않은, 임의의
randomized 무작위적인
randomly 무작위로
randomly 임의로
randomness 무작위
range (동식물 따위의) 분포 지역[범위]
range from ~ to ... ~부터 …까지 다양하다
range 범위, 폭
range 범위가 ~에 이르다
rank (순위를) 차지하다
rank 순위를 차지하다
rank 자리하다, 순위[지위]를 차지하다
rank 지위
ranking 순위
ranking 순위
rapid 빠른

rare 드문
rare 드문, 진귀한
rarity 희귀한 것
rate 속도, 비율
rate 속도, 비율
rather than ~ 대신에, ~보다는
ratio 비율
ratio 비율
ratio 비율
ratio 비율
rational 이성적인
rational 이성적인, 합리적인
rational 합리적인, 이성적인
rational 합리적인, 이성적인
rationale 논리적 근거, 이유
rationale 이유, 근거
rationalism 합리주의
rationalization 합리화
rationalize 합리화하다
rationally 합리적으로
raw material 원자재, 원료
raw 가공하지 않은
raw 날것의
reach (마음을) 움직이다, (남의) 환심을 사다
reach out 손을 뻗다
reach 거리, 범위
react 반응하다
reaction 반응
reaction 반응, 대응
reactive 반응성이 있는
reactive 반응하는
read off ~을 읽다
readily 기꺼이
readily 기꺼이, 쉽사리
readily 손쉽게, 순조롭게
readily 쉽게, 빠르게, 기꺼이
readily 쉽사리, 즉시
readily 즉시
readjust 재조정하다
readmission 재입원
reaffirm 재차 확인하다
reaffirm 재차 확인하다
real property 부동산
real time 실시간
realist 현실주의자
realistic 현실적인
realistically 사실적으로 •
realize (글로 된 정보·지시 등에 기반하여
음향·연극·디자인 등을) 실현하다
[만들어 내다]
realm 영역, 부분
realm 영역, 왕국
rear 뒷부분
rearrange 재조정하다
reason 사유하다, 추론하다
reasonable 합리적인
reasonably speaking 이성적으로 말하자면
reasonably 상당히, 꽤, 합리적으로
reasonably 적정하게, 적당하게
reasoning process 사유 과정, 추론 과정

reasoning 추론
reasoning 추론
reasoning 추론
reasoning 추론, 추리
reassert (권리·권위 등을) 다시 분명히 하다
reassure 안심시키다
reassure 안심시키다
rebellion 반란, 저항
recall 기억해 내다; 기억
recall 생각나게 하다
recall 회상하다
receiver 수상기
recent 최근의
reception 수용, 리셉션
recipient 받는 사람
recipient 수상자, 수령인
recipient 수혜자, 수취인
reciprocal 상호적인, 상호 간의
reciprocate 보답하다
recital 발표회
recite 읊다, 낭송하다
reclaim 되찾다
recognise 인식하다, 깨닫다
recognition 인식, 인정
recognition 인정
recognizable 알아볼 수 있는
recognize (공적을) 인정하다, 공인하다
recognize 인식하다
recognize 인식하다
recognize 인식하다, 깨닫다
recognize 인식하다, 인정하다
recognize 인정하다
recognize 인정하다
recognize 인정하다, 인식하다
recollection 회상, 기억
recommend 추천하다
recommendation 권장
reconstruct 구조를 조정하다
reconstruct 복원하다, 재구성하다
reconstruct 재구성하다
recount 이야기하다
recount 자세히 이야기하다
recover from ~로부터 회복하다
recovery 회수, 재생, 회복
recurrent 반복되는
red-handed 현행범으로, 손이 피투성이가
되어
redirection 방향 수정
redistribution 재분배, 재배포
reduce (~으로) 변형시키다, 바꾸다
reduce 줄이다, 감소시키다
reduce 환원하다
reducible (단순하게) 축소될 수 있는
reducible 축소될 수 있는
redundant 반복되어서 불필요한
re-establish 회복하다, 복구하다
reevaluate 재평가하다
reevaluation 재평가
refer to ~ as ... ~을 ⋯으로 지칭하다
refer to ~ as ... ~을 …라고 부르다[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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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 to ~ as ... ~을 …라고 지칭하다
refer to ~ as ... ~을 …으로 부르다
refer to ~을 나타내다
refer to ~을 언급하다
refer to ~을 언급하다
refer to ~을 일컫다
refer to ~을 지칭하다
refer to ~을 참조하다, 문의하다, 언급하다
reference book 참고 서적
reference group 참조 집단
reference 참고, 참조
reference 참조, 참고
reference 참조, 참고
referential 지칭적인
refine 개선하다
refine 개선하다, 정제하다
refined 정밀한, 정제된
refinement 개선
refinement 정련, 정제
reflect upon ~을 숙고하다
reflect 반영하다
reflect 반영하다, 나타내다
reflect 성찰하다
reflection 반영, 반사, 심사숙고
reflection 반영, 설명
reflection 생각, 감상
reflection 성찰, 숙고
reflective 성찰하는, 깊이 생각하는
reflex (반사적인) 행동
reflex 반사작용, 반사행동
reflexive response 반사 반응
reform 개혁
reformer 개량가, 개혁가
reformer 개혁가
reformer 개혁가
refrain 자주 반복되는 말
refrain 자주 반복되는 어구[말], 후렴
reframe 재구성하다
refrigerant 냉매
refrigeration 냉동, 냉장, 냉각
refrigerator 냉장고
refund 환불; 환불하다
refund 환불; 환불하다
refundable 환불 가능한
regain one’s footing 다시 일어서다
regarding ~에 관하여
regarding ~에 관해서, ~의 점에서는
regardless of ~에 관계없이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
regardless of ~와 관계없이
regardless of ~와 상관없이
regardless of ~와 상관없이
regardless of ~와 상관없이
regardless 개의치 않고
regeneration 재생
regime 정권
regime 체제, 제도
region 영역

region 지역
region 지역
region 지역
region 지역
region 지역
regional 지방의
register 등록하다
register 등록하다
register 인식하다, 기록하다
register 표명하다, 나타내다
registration fee 등록비
registration form 신청서
registration 등록
registration 등록
registration 등록
regret 유감이다
regular 정기적인
regularity 규칙성
regularly 자주, 정기적으로
regulate 규제하다
regulate 규제하다
regulate 규제하다, 제한하다
regulate 조절하다
regulate 조절하다, 규제하다
regulation 규정, 규제
regulation 규제
regulation 규제
regulation 규제, 규정
regulation 조절, 규제
regulatory 규제하는
rehabilitate 복귀시키다
rehearse 리허설하다, 예행연습을 하다
reinforce (감정·생각 등을) 강화하다
reinforce 강화하다
reinforce 강화하다
reinforce 강화하다
reinforce 강화하다
reinforce 강화하다
reinforce 강화하다
reinforcement (감정·생각 등 심리적인) 강
화, (상벌 따위에 의한) 반응 강화
reject 거부하다
rejection 거부
relate ~ to ... ~을 ⋯와 연관시키다
relate to ~을 이해하다
relate 고[말]하다, 이야기하다
relatedness 관련성
relative to ~에 대하여
relative to ~와 관련된
relative 상대적인
relative 상대적인
relative 상대적인
relative 상대적인
relative 친척, 인척
relatively 비교적, 상대적으로
relatively 비교적, 상대적으로
relatively 비교적, 상대적으로
relatively 비교적, 상대적으로
relativity 상대성
relativity 상대성, 관련성

relax 완화되다, 누그러지다
relay station 중계국
relay 전달하다
release 방출, 배출
release 분비하다, 방출하다
release 분비하다, 방출하다
release 석방
release 석방하다
release 풀어서 방치하다
relevance 적절성
relevance 적합성, 관련성
relevance 타당성
relevant to ~와 관련된
relevant 관련된
relevant 관련된, 적절한, 타당한
relevant 관련이 있는, 적절한
relevant 실제적 중요성이 있는
relevant 유의미한, 관련 있는
relevant 적절한, 관련된
reliability 신뢰도
reliability 신뢰성
reliability 신뢰성
reliable 믿을 만한
reliable 믿을 만한, 신뢰성 있는
reliable 신뢰할 만한
reliably 신뢰할 만하게
reliably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reliance 의존
reliant 의존하는
relief 구호, 구호품, 재정 지원
relieve 덜어주다
relieve 완화시키다, 덜어주다
religiosity 독실함
reluctance 꺼림, 마음이 내키지 않음
reluctant 꺼리는
reluctant 꺼리는
reluctantly 마지못해
rely on ~에 의존하다
rely on ~에 의존하다
remain 남다, 유지하다
remains 잔해, 유해
remark 말, 언급
remark 말하다
remark 말하다, 언급하다
remarkably 놀랍게도
remarkably 놀랍게도, 두드러지게
remarkably 매우, 현저하게
remedial 개선의, 교정의
remedy 치료법
remind 일깨워주다
reminder 상기시켜주는 것
remote service 원격 서비스
remote 먼, 동떨어진
remote 외딴
remotely 멀리서, 원격으로
removal 없앰, 제거
remove 제거하다
render 주다, 제공하다
renewables 신재생 에너지
renewables 재생 가능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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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ed 새로워진, 재개된
renovate 보수하다
rent 빌리다
repeatedly 반복해서, 자꾸
reperceive 재인지하다, 재인식하다
repertoire 목록, 레퍼토리
repetition 반복
rephrase 바꾸어[고쳐] 말하다
replace ~ with ... ~을 ⋯으로 대체하다
replace 대체하다
replace 대체하다
replace 대체하다
replace 대체하다
replace 대체하다
replace 대체하다
replace 대체하다
replace 대체하다
replace 대체하다, 대신하다
replace 대체하다, 대신하다
replace 대체하다, 대신하다
replace 대체하다, 바꾸다
replace 바꾸다, 대신하다
replacement 교체, 대체
replacement 대체(물)
replete 풍부한, 가득 찬
replicate 복제하다, 모사하다
replication 복제
report 말하다, 보고하다
represent (~의 전형이) 되다
represent ~에 해당하다, 나타내다, 표현
하다
represent 나타내다
represent 나타내다, 표현하다
represent 대표하다
represent 대표하다, 나타내다
represent 해당하다, 나타내다
representation 묘사한 것, 표현한 것
representative 대표
representative 대표, 대표자
representative 대표자
representative 대표자; 대표적인
representative 대표하는 것, 대표(자)
reproduce 복제하다
reproductive 생식의
reptile 파충류
reptile 파충류
reputation 명성
reputation 명성, 평단
reputation 평판
reputation 평판
reputation 평판, 명성
request 요청, 부탁
request 요청하다
requirement 요건, 필요
requirement 요구 사항, 요건
requirement 자격요건
requirement 필요한 것
rescue worker 구조대원
rescue 구조

rescue 구조하다, 구출하다
rescue 구출하다
resemble 닮다
resemble 닮다
resentful 화가 난, 분개하는
resentment 분노
resentment 적의(敵意), 분노
reserve 남겨 두다, 예약하다
reserve 마련하다, 보류하다
reserve 준비해두다, 마련해두다
reserve 후보 선수
reservoir 저장고, 저수지
reshoot 재촬영하다
reside in ~에 거주하다
reside 살다, 거주하다
residence hall 기숙사
resident 거주자, 주민
resident 주민
resident 주민
resident 주민, 거주자
resident 주민, 거주자
resign 사임하다
resilience 회복력
resilience 회복력
resist 저항하다
resist 저항하다
resistance 저항
resistance 저항
resistance 저항력
resolution 해결
resolution 해결책
resolution 해상도
resolve 결심
resolve 해결하다
resolve 해결하다
resolve 해결하다
resolve 해결하다
resort to ~에 의지하다
resort to ~에 의지하다
resort 휴양지, 행락지
resource 자원
resource 자원
resource 자원, 자산
resource 재원(財源), 자원
resource 재원, 자원
resourceful (문제 해결을 위해) 유용한
respective 각각의
respectively 각각
respectively 각각
respectively 각각
respectively 각각
respiratory 호흡의
respond to ~에 대응하다
respond to ~에 반응하다
respond to ~에 반응하다
respondent 응답자
respondent 응답자
response 반응
response 반응
responsive 응대하는

restoration 회복, 부활, 복구
restorative 원기를 회복시키는, 복구하는
restore 복원하다, 복구하다
restore 회복시키다, 되찾다
restore 회복하다, 복구하다
restrain 억제하다
restrain 억제하다, 제지하다
restrict 제한하다
restrict 제한하다
restrict 제한하다, 한정하다
restrict 제한하다, 한정하다
restrict 제한하다, 한정하다
restricted (폭이) 좁은, 한정된
restriction 규제, 제한
restriction 제한
restriction 제한
restriction 제한
result in ~을 초래하다, ~의 결과를 낳다
result in ~을 초래하다[일으키다]
resultant 결과로서 생기는, 그에 따른
resume 다시 계속[시작]하다, 재개하다
resume 다시 시작하다, 되찾다
retail 소매
retail 소매
retail 소매의
retain (계속) 유지하다
retain 보유하다, 간직하다
retain 유지[보유]하다
retain 유지하다
retain 유지하다
retention 보존, 보유, 유지
retire from ~에서 은퇴하다
retired 은퇴한
retreat 후퇴
retrieve 생각해 내다, 되찾다
retry 다시 시도하다
return (duct) 순환 덕트
return 수익
returning officer 선거 관리 위원
reunion 친목 모임
reveal 나타내다, 드러내다
reveal 드러내다
reveal 드러내다
reveal 드러내다, 밝히다
reveal 보여 주다, 드러내다
reveal 보여 주다, 드러내다
revegetation 재녹화
revenge 보복; 보복하다
revenue 수익
reversal 반전, 전도
reverse 반전시키다
reversed 반대인, 거꾸로 된
revise 개정하다, 수정하다
revision 수정, 개정, 개정판
revitalize 새로운 활력을 주다, 재활성화하다
revivability 되살아날 가능성, 회복력
revive 되살리다
revolt 폭동
revolution 혁명
revolution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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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ve 돌다, 회전하다
reward 보상
reward 보상을 주다, 보상하다
reweave 다시 짜다
rework 재처리하다
rib 갈비뼈
ridicule 조롱
ridicule 조롱, 조소
ridicule 조롱하다
right off the bat 즉시
righteousness 정의
rigid 경직된
rigid 엄격한
rigor 엄격함
rigor 엄격함, 엄밀함
rigorous 철저한, 엄격한
ring the alarm bell(s) 비상벨을 울리다
rip ~ off ... …에서 ~을 뜯어내다
rip off ~을 떼어내다
ripe 고령의, 원숙한
ripened 무르익은
rise 증가
rising tide 증가, 밀물, 고조
risk (위험을) 감수하다, 각오하고 해보다
risk free 위험 부담이 없는
risk 위험
risk 위험
risk 위험을 무릅쓰다; 위험(성)
rite 의례, 의식, 관례
ritual (의식적) 행사, 풍습
ritual 의례의
ritual 의식
ritualistic 의식의, 의례적인
river bank 강둑
road rage (도로에서 운전 중) 분통 터뜨
리기
roar 포효하다, 떠나갈 듯 울리다, 함성을
지르다
rob ~ of ... ~로부터 …을 빼앗다
robe 예복
robe 예복, 관복
rock star 유명 인사, 록스타
rock the boat 분쟁을 일으키다, 평지풍파
를 일으키다
roe deer 노루
roe deer 노루
roll one’s eyes 못마땅해하다, 눈을 굴리다
romantic 공상 소설적인, 낭만적인
rookie 신인 선수, 신참
rooster 수탉
root cause 근본 원인
root for (스포츠 팀·곤경에 처한 사람을)
응원하다
root 근원, 어근
rot 부패하다, 썩다
rotate 선회하다, 회전하다
rotate 회전시키다
rotation 회전
roundabout 로터리

rounded 성숙한, 원숙한
route 경로
routine 일상적인
routine 일상적인
routinely 일상적으로
routinely 일상적으로
routinely 일상적으로, 관례대로
row 줄
Royal Commission 왕립위원회
royal 왕족의
royalty 왕족
rub 문지르다
rugged 다부지게 생긴
ruin 망치다
rule of thumb 경험 법칙
ruling 판정, 판결, 결정
run counter to ~에 역행하다, ~을 거스
르다
run low on gas 기름이 바닥나려고 하다
run out of ~이 떨어지다
run the risk of ~의 위험을 무릅쓰다
run 방목장
run 운영하다
run-up 도움닫기
rural 농촌의, 시골의
rural 시골의
rural 시골의
rush 쇄도, 치밀어 오름
rusty 무디어진, 녹슨
ruthless 무자비한
sacred song 성가, 찬미가
sacrifice 대가, 희생
sacrifice 희생
safeguard 안전하게 지키다
sage 현자(현명한 사람)
sail 항해하다
salicylic acid 살리실산
salient 두드러진
salmon 연어
salsa 살사 댄스, 살사(라틴 아메리카계의
춤곡)
salt-and-pepper 희끗희끗한
saltwater 바닷물
Salvation Army 구세군
satire 풍자
savior 구원자
say 가령
scale 눈금
scan (무엇을 찾느라고 유심히) 살피다
scandal 스캔들(대중적인 물의를 빚는 부도
덕하고 충격적인 사건·행위), 추문
scarce 부족한
scarce 부족한, 드문
scarce 희귀한
scarce 희귀한, 드문
scarcity 결핍
scarcity 부족
scarring 흉터
scatter 뿌리다, 흩뜨려 놓다
scatter 뿔뿔이 흩어버리다, 흩뿌리다

scattered 산발적인, 드문드문 있는
scattered 흩어진
scattered 흩어진, 산발적인
scene 소동, 난리
scenery 경치, 풍경
schema 스키마[정보를 통합하고 조직화하
는 인지적 개념이나 틀]
scheme 제도
scheme 체계, 계획
scholarship 장학금
scholarship 학문, 장학금
scholarship 학식, 학문, 장학금
scholastic 학문적인, 학자의
school (of thought) 학파
school (물고기) 떼
school 유파, 파
scope 범위
score 악보, 작품
scorebook 득점 기록부, 스코어 북
scores of 수십 개의
scramble to one’s feet 허둥지둥 일어나다
scrambled egg 스크램블드에그, 풀어 익
힌 달걀
scrape off ~을 긁어내다
scratch 취소하다, 삭제하다
screenplay 각본, 시나리오
screw (나사로) 고정시키다
script 원고, 대본
scripted 대본이 있는
scrub (외과의가) 수술 전에 손을 문질러
씻다; 문질러 씻기
scrutiny 정밀 조사
sculpture 조각
sea tide 바다의 조수
seal 밀봉하다
seal 밀폐하다
seamlessly 완벽하게, 흠이 없이
seasonal 계절적인
seasoning 단련, 양념
sea-trial 해상 시험 항해
second (약간 하자가 있는) 2등급품
second only to ~에 버금가는
secondary 이차적인
seconds (방금 먹은 음식으로) 한 그릇 더
[두 그릇째]
secretly 은근히, 은밀히
sector 부문
sector 부문
sector 부문
sector 부문, 분야
sector 영역, 분야, 부문
secure (꼭) 닫다
secure 보장되는, 안전한
secure 안전한
secure 안전한
secure 안전한
secure 안전한
secure 안전한, 단단한, 튼튼한
secure 확보하다
securely 단단히,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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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보안
security 보안
security 안전, 보안
security 안전성, 보안
sedentary 주로 앉아서 하는,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sedge 사초(沙草)
seduce 유혹하다
see fit 적절하다고 생각하다
seek (~하려) 하다, 추구하다
seek out ~을 찾아내다
seek to do ~하려고 노력하다
seek 요구하다, 청하다, 찾다
seemingly 겉보기에
seemingly 겉보기에는
seemingly 보아하니
seemingly 외견상으로
select 선별된
selection bias 선택 편향
selection 선정, 선발
selection 선택
selectively 선별적으로
self-awareness 자기 인식
self-awareness 자기 인식
self-conscious 남의 눈을 의식하는
self-conscious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self-contained 자립적인
self-deception 자기기만
self-described 자칭
self-discipline 자기 훈련
self-disclosure 자기 노출
self-esteem 자아 존중감
self-esteem 자존감
self-esteem 자존감
self-esteem 자존감, 자부심
self-evident 자명한
self-fulfilling 자기 충족적인
self-importance 자존, 자만
self-imposed 스스로 부과한, 자진해서 하는
self-interest 자기 이익 추구
self-proclaimed 자칭의, 자기 혼자 주장하는
self-reliance 자립
self-reliant 독립적인
self-respect 자존감, 자존심
self-worth 자아 존중감, 자부심
self-worth 자존감
semantic 의미의
semester 학기
semester 학기
semiprivate 반사적(半私的)인, 반사용(半私
用)의
senior lecturer 부교수
(= associate professor)
senior 졸업반 학생, 상급생, 성인
sensation 감각
sensation 감각, 지각
sensation 느낌
sensation 돌풍(을 일으키는 사람·것)
sense of agency 주체 의식

sense of belonging 소속감
sense of self 자존감
sense of worth 자존감
sensible 분별 있는
sensitive 민감한
sensitive 민감한
sensitive 민감한, 예민한
sensitive 세심한, 민감한
sensitivity 민감성
sensory organ 감각 기관
sensory 감각적인, 감각의
sentence (형을) 선고하다
sentiment 정서, 감정
separate ~ from ... ~을 …와 구별하다
separate 구분 짓다, 떼어놓다
separate 별개의, 분리된
separate 별도의, 분리된; 분리하다
separate 분리시키다
separate 분리시키다
separately 별도로
separation 분리, 따로 떨어짐
sequence (사건, 행동 등의) 순서[차례]
sequence 연속
sequence 연속, 순서
sequence 연속, 연달아 일어남
sequence 연속체
sequence 연쇄, 순서
serious 진지한, 중대한
servant 하인
service desk 업무지원센터
session 수업(시간)
set aside ~을 제쳐 두다, ~을 차치하다
set back 저지하다, 방해하다
set designer 무대 장치 설계자
set piece (무대 배경의) 독립된 세트, 정
형화된 작품
set the stage for ~을 위한 토대를 마련
하다
set up a business 사업을 시작하다
setback 좌절
setting 상황, 환경
setting 장소, 환경
setting 환경
setting 환경
settle down 정착하다
settle 정착하다
setup 배치
severe 가혹한, 엄격한
severe 심각한
severe 심한
severe 심한, 심각한
shade 색조
shadow 그림자
shake off ~을 따돌리다
shallow 얕은
shallow 얕은
shameless 파렴치한
share (시장) 점유율
shareholder 주주
sharp 선명한, 날카로운

sharply 뚜렷이, 날카롭게
shatter 산산이 부수다
shed (간이)창고, 차고
shed (눈물을) 흘리다
sheer 순전한
sheet (종이의) 장
sheet metal 판금
shelf life 저장[보존] 기간(저장된 약, 식품
등의 재고 유효 기간)
shelf 진열대, 선반
shelter 피신하다
shield 보호하다
shift gears 방법을 바꾸다
shift 바꾸다
shift 바뀌다
shift 바뀌다, 이동되다
shift 변화; 바뀌다
ship 수송하다
shipment 운송
shipworm 좀조개
shiver 전율
shoe shine 구두 닦기
shoe tree 구두의 골
shoot (새)싹
shoot 싹, 순
short supply 공급 부족
short walk 잠깐 걸어감
shortage 부족
shortcut 손쉬운 방법
shortened 단축된, 짧아진
shorthand 간단한 전달법, 속기
show regard for ~을 존중하다, ~에 관심
을 보이다
showcase (사람의 재능·사물의 장점 등을
알리는) 공개 행사, 진 열장
shrimp 새우
shrink 오그라들다, 움츠리다
shrink 줄어들다
shrink(- shrank - shrunk) 줄어들다, 움츠
러들다
shrug 어깨를 으쓱하다
shut down 멈추게 하다
shy away from ~을 피하다
shy 피하는, 꺼리는
sibling 형제자매
side by side ~와 병행하여[나란히]
side effect 뜻하지 않은 결과, 부작용
sidestep 피하다
sidewalk sale 노상 판매
sidewalk 인도, 보도
siding 외장용 자재
sift 면밀히 살피다
sigh 한숨짓다, 한숨을 쉬다
sight 목격하다, 보다
signal (신호로) 알리다
signal 신호
signal 신호
significance 유의(성), 중요성
significance 의의, 중요성
significance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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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 중요성
significant 상당한, 중요한
significant 상당한, 중요한
significant 상당한, 중요한
significant 중대한
significant 중요한
significant 현저한, 상당한, 중요한
significantly 상당히
significantly 상당히, 크게
significantly 현저히
significantly 현저히, 상당히
signify 나타내다, 의미하다
silhouette 실루엣, 윤곽, (사람의 얼굴) 옆
모습
silky 부드러운
similarity 닮음, 유사성
simplicity 단순함, 단순성
simplify 단순화하다
simply (부정문에서) 절대로, 전혀
simulate 모의 실험하다, 가장하다
simultaneous 동시의
simultaneously 동시에
simultaneously 동시에
simultaneously 동시에
simultaneously 동시에
simultaneously 동시에
simultaneously 동시에
simultaneously 동시에
sin 잘못, 죄악
since time immemorial 먼 옛날부터
sincere 진심 어린, 진정한
sincere 진심인, 진정한
sinful 죄악의
singular 특이한, 남다른
sink in (충분히) 이해되다
sink 가라앉다
sip (음료를) 조금씩 마시다
sip 한 모금
sit out 활동에서 빠지다
site 부지
situation comedy 시트콤
six-pack ring 6개들이 캔 음료 등을 묶는
플라스틱
skeleton 골격
skeptic 회의론자
skeptical 회의적인
skeptical 회의적인
skeptical 회의적인
skill set 다양한 능력[기술]
skin deep 피상적인
slam into ~와 충돌하다
slaughterhouse 도축장
slavery 노예 제도
slender 약한, 희박한
slide 미끄러지다
slip into ~에 빠지다
slip out of one’s mind 깜빡 잊다
slippery 미끄러운
slope 비탈

slope 산비탈
slot (연속된 것 중에서 점하는) 자리[위치],
(특히 방송 프로그램 중의) 시간대
slot 시간대
slum 빈민가
smash 세게 치다
smoothly 부드럽게
smoothly 순조롭게
snack 간식
snap (사진을) 찍다
sniff out 감각[냄새]으로 찾아내다
so far as ~ is concerned ~에 관한 한
soak up ~을 흡수하다
soar 날아오르다
soar 날아오르다, 치솟다
sob 흐느낌
so-called 소위
Social Security 사회보장제도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사회사업가
societal 사회적인, 사회의
society 협회
socioculturalist 사회문화학자
socioeconomic 사회경제적인
sociologist 사회학자
sociology 사회학
soft skill 소프트 스킬 (남들과 잘 소통하
는 자질)
soften 부드러워지다
solely 단지, 오로지
solely 오로지, 혼자서
solely 오직, 다만
solemn 엄숙한, 진지한
solid 고체(의)
solid 단단한
solidarity 연대 의식
solidify 굳건히 하다
solitary 혼자 하는, 외딴
solitude 고독
soluble 용해성이 있는
solution 용액, 용해
solution 해결책
solution 해결책
solvent 용매
songbird 명금(고운 소리로 우는 새)
songwriting 작곡, 작사
sophisticated 정교한
sophisticated 정교한, 고도로 세련된
sophisticated 정교한, 세련된
sophisticated 정교한, 세련된
sophistication 정교함
sort into ~으로 분류하다
sort 분류하다, 구분하다
sort 유형, 부류, 종류
sound the alarm 경종을 울리다, 위급함
을 알리다
sound 괜찮은, 옳은
sound-absorbing 소리를 흡수하는
soundscape 음악적 파노라마
soup kitchen 무료 급식소
source (특정한 곳에서 무엇을) 얻다, 공급

자를 찾다
space ~에 일정한 간격을 두다
span (얼마의 기간에) 걸치다
span 기간, 시간
span 시간, 간격
spark 불러일으키다, (웃음 따위를) 자아내다
spark 유발하다, 촉발시키다
spark 자극하다, 유발하다
spark 촉발하다
spatial 공간의, 공간적인
spatial 공간적인, 공간의
spatially 공간적으로
special library 전문 분야 도서관
species 종(種)
specific 구체적인
specific 구체적인
specific 뚜렷한, 분명한
specific 특정한, 구체적인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specifically 특별히
specified 명시된
specify 명확히 말하다
spectacular 극적인
spectacular 극적인, 화려한
spectacular 눈부신
spectacular 멋진, 굉장한, 극적인
spectacular 장관을 이루는, 굉장한
spectator 관객
spectator 관중
spectator 보는 사람, 관객
spectrum 범위
spectrum 범위, 영역
speculate 추측하다, 깊이 생각하다
speculate 추측하다, 짐작하다
speech 언어 (능력), 말투, 연설
spell out ~을 간결하게[자세히] 설명하다
spell out ~을 자세히 설명하다
spending 지출
sphere 영역
spice 풍미, 정취, 묘미
spike 급등, 급증
spine 가시
spine 등, 척추
spine 척추
spiral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다, 소용돌이
모양으로 나아가다
spirit 정신
spirited 생기있는, 힘찬
spirituality 영성
spirituality 영성
split 분리하다, 나누다
split 분열되다, 쪼개지다
split-second 순식간의
sponsor 후원하다
sponsorship (재정적) 후원[협찬]
spontaneity 자발성, 즉흥성
spontaneous 자발적인
spontaneous 자연스러운, 무의식적인
spontaneous 즉흥적인
spot 발견하다,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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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light 조사등(照射燈)
spotlight 주목
spotlight 환한 조명
spouse 배우자
spring into (갑자기) ~으로 바뀌다
spring up 속속 생겨나다
sprint 전력 질주
sprint 전력 질주하다
squeak 찍찍하는 소리
squeeze 꽉 쥐다, 쥐어짜다
squeeze 끼워 넣다, 압착하다
squeeze 끼워넣다
stable 안정적인
stable 안정적인, 안정된
staff 인력[직원]을 배치하다
stag 수사슴
stakeholder 이해관계자
stance 입장
stance 입장, 태도
stand back 뒤로 물러서다
stand by (방관·좌시하며) 가만히 있다
stand in the way of ~을 방해하다
stand tall 당당하게[똑바로] 서 있다, 자신
만만하게 행동하다
stand up for ~을 지지[옹호]하다
standard 기준
standard 기준, 표준
standard 기준, 표준
standard 일반적인, 표준의
standard 통상의, 표준의
standpoint 관점
stare 빤히 쳐다보다
start 설립하다
startle 깜짝 놀라다
starving 굶주리는
starving 굶주린
starving 몹시 배고픈
state the obvious 당연한[말할 필요도 없
는] 것을 말하다
state 국가, 상태
state 말하다, 진술하다
state 진술하다
statement 말, 말한 것
statement 표현, 진술
statistic 통계 수치
statistical significance 통계적 유의미성
statistical 통계상의
statistical 통계적인
statistical 통계적인, 통계상의
statistician 통계 전문가, 통계학자
status report 현황 보고서
status update 상태 메시지 업데이트
status 상태
status 상태, 지위
status 지위
status 지위
steep 가파른
steer 방향을 돌리다
steer 이끌다, 나아가게 하다

steer 이끌다, 조종하다
Steller sea lion 큰바다사자
stem from ~에서 기인하다
stem from ~에서 생겨나다, ~에 기인하다
stem from ~에서 유래하다
stem 줄기
step in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서다
stereotype 고정관념
stereotypical 고정관념의
stern 근엄한, 단호한
stick (기억이) 사라지지 않다, 들러붙다
stick in one's memory ~의 기억에서 잊
히지 않다
stick out 삐져나오다, (툭) 튀어 나오다
stick with ~와 함께 있다, ~의 곁에 머물다
sticky 끈적끈적한
sticky 달라붙는, 끈적한
stiff 경직된
stiffly 뻣뻣하게
stiffness 경직도, 뻣뻣한 정도
stillness 고요함
stimulate 불러일으키다, 자극하다
stimulate 자극하다
stimulate 자극하다
stimulate 자극하다, 촉진하다
stimulus 자극
stimulus 자극(pl. stimuli)
stimulus 자극(pl. stimuli)
sting(- stung - stung) 찌르다
stock market 주식시장
stock 비축하다; 비축
stock 축적, 저장
stockholder 주주
stop for a drink 술 한잔하러 들르다
stop short (하던 일을) 갑자기 멈추다
store up ~을 묻어 두다, ~을 저장하다
store 보관하다, 저장하다
storehouse (지식 등의) 보고, 창고
storm in 달려 들어오다
straighten up 자세를 똑바로 하다
straightforward 간단한, 직접의
straightforward 똑바른, 직접의
straightforward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솔
직한
strain 긴장
strain 유형, 종류
strategic 전략적인
strategy 전략
strategy 전략
strategy 전략
strategy 전략
strategy 전략
strategy 전략
stream 스트림(데이터의 흐름)
stream 흐르는 물, 개울
stream 흘러내리다, 흐르다
strength 강점, 장점
strengthen 강화하다
strenuous 힘든
stressor 스트레스 요인

stressor 스트레스 요인
stretch into ~로 뻗다
stretch oneself 전력을 다하다
stretch 펼쳐짐
stretch 확대 해석하다, 늘이다
stretching 신축, 늘어남
strike a blow 강타를 날리다
strike up ~을 시작하다
strike 부딪히다
striking 놀라운, 눈에 띄는
striking 눈에 띄는, 두드러진
striking 현저한, 인상적인
strikingly 놀랄 만큼
strikingly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string 현, 줄
strip 가느다란 조각
strip 뜯어내다, 벗기다
strip 박탈하다, 벗기다
strip 제거하다, 벗기다
strive for ~을 얻기 위해 노력하다
strive to ~하려고 애쓰다
strive to do ~하려고 노력하다[애쓰다]
strive 노력하다
strive 노력하다
strive 노력하다
stroke 뇌졸중
stroke 뇌졸중
stroke 뇌졸중, 발작
stroll 순회공연하다
structure 구조, 구성
structured 구조화된
struggle with ~으로 고심하다
struggle 노력하다, 애쓰다
struggle 발버둥 치다, 몸부림치다
struggle 악전고투하다, 고심하다
stuff 물건
stuff 자질, 재능
stuff 채우다
stumble 발을 헛디디다
stupid 어리석은
subconsciously 잠재의식적으로
subconsciously 잠재의식적으로
subgroup 하위그룹
subject oneself to ~을 받다[당하다]
subject to ~에 영향을 받는
subject 실험 대상자
subject 연구 대상자
subject 주제, 과목, 피실험자
subject 피실험자
subject 피험자, 대상
subjective 주관적인
subjective 주관적인
subjectivity 주관성
submarine 잠수함
submerge 물에 잠기다
submerge 잠수하다
submission 제출
submission 제출
submit 제출하다
submit 제출하다, 복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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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quent 그다음의
subsequent 그다음의
subsequent 이후의
subsequent 이후의
subsequent 차후의, 다음의
subsequent 후속의, 그 후의
subsequently 그 뒤에, 나중에
subset 부분(집합)
subsidy 보조금
substance 물질
substance 물질
substance 물질, 본질
substance 실체, 본질
substantial 상당한
substantial 상당한, 꽤 많은
substantially 상당히
substantially 충분히, 상당히
substitute 대신하다, 교체하다; 대신하는
사람[것]
substitute 대체물, 대체품
substitute 대체하다
substitute 대체하다, 대신하다
subsurface 지표 밑
subtle 미묘한
subtle 미묘한
subtle 미묘한, 교묘한
subtly 미묘하게
subtraction 삭제, 빼기
subtropical 아열대의
suburb 교외
suburb 교외, 변두리
succeeding 다음의, 계속되는
suck up ~을 빨아먹다[빨아들이다]
suck 빨다
suck 흡수하다, 빨아들이다
suffer ~을 겪다, 당하다
sufficient 충분한
sufficient 충분한
sufficient 충분한
sufficient 충분한
sufficient 충분한
sufficient 충분한
sufficient 충분한
sufficient 충분한
suggest (넌지시) 말하다, (뜻을) 비치다
suggest 보여주다, 암시하다
suicidally 자살을 감수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suit 소송
sulfur dioxide 이산화황
sulfuric acid 황산
sum up ~을 요약하다
sum up 요약하다, 압축해서 묘사하다
summary 개요, 요약
summon up (생각·감정 등을) 떠올리다[상
기하다]
summons 호출, 소환
superb 훌륭한, 최고의
superficial 무의미한, 피상적인
superficially 피상적으로

superior 상사
superior 우수한
superior 우수한, 상관의
superstition 미신
superstition 미신
supplement 보완하다, 보충하다
supplement 보완하다; 보완
supplement 보충제, 추가물
supplement 보충하다
supplier 제조업체, 제품 제조업자, 공급자
supply 공급
support 지원
support 지원하다, 돈을 대다
support 지지하다, 용기를 돋우다
supportive 도와주는
supportive 지지하는, 도와주는
suppose 생각하다, 추정하다
supposedly 아마도, 추정상
supposedly 아마도, 추정상
supposedly 어쩌면, 아마
suppression 억제, 억압
surefire 확실한, 틀림없는
surface (한동안 숨어 있던 것이 갑자기)
드러나다, 나타나다
surface 드러나다, 표면화하다; 표면
surface 수면; 수면으로 부상하다
surface 지표면
surface 지표면, 표면
surface 표면
surface 표면
surgeon 외과 전문의
surgical 수술상의
Surinamese 수리남인(의)
surpass 능가하다, 뛰어넘다
surround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무엇을)
둘러싸다
surround sound 입체 음향, (오디오의) 서
라운드 사운드
surround 둘러싸다
surround 둘러싸다
surroundings 이웃, 주위 사람들
surveillance 감시
survey 설문 조사
survey 조사
survey 조사
survivability 생존 가능성
survive 생존하다
survive 생존하다
suspect ~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다, 의심
하다
suspect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다
suspect 생각하다, 추측하다
suspect 용의자
suspect 용의자
suspect 용의자
suspend 보류하다
suspend 유보[유예]하다
suspension 유예, 연기
suspension 정학, 정지
sustain 부양하다, 유지하다

sustain 살아가게 하다
sustain 유지하다
sustain 유지하다
sustain 지속시키다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sustained 지속되는
swallow 삼키다
swallow 삼키다
swathe 넓은 지역, 가느다란 띠 모양의 지
역(= swath)
swear (선서하고) 증언하게 하다, 맹세하다
sweaty 땀에 젖는, 힘든
sweep out ~을 쓸어내다
sweep 휩쓸다
swell 팽창하다, 증가하다, 부어오르다
swirl 소용돌이치다
switch (철로의) 선로 전환기
switch 바뀌다; 변경, 전환
sword 칼, 검
symbol 상징
symbolic 상징적인
sympathetically 동정적으로
sympathy 동정
sympathy 동정
symptom 증상
symptom 증상
symptom 증상, 증세
symptom 징후, 증상
symptomatic 징후[증상]를 보이는
syndrome 증후군
synonym 동의어
synonymous 아주 밀접한, 동의어의
synthesize 종합하다
synthesizer 전자 음향 합성 장치, 신시사
이저
table 표
tablet 판, 평판(平板)
taboo 금기(禁忌)
tackle 다루다
tackle 다루다
tactic 전술
tag along 뒤따르다, 따라붙다
tailor 제작하다, 맞추다
take ~ for granted ~을 당연시하다
take ~ for granted ~을 당연하게 여기다
take a breath 숨을 쉬다
take a chance 운에 맡기다
take a course 강좌를 수강하다
take aback 깜짝 놀라게 하다
take control of ~을 통제하다
take in ~을 이해하다, ~을 받아들이다
take into consideration ~을 고려하다
take liberties with ~을 자유롭게 바꾸다
take note of ~을 주목하다
take out a policy 보험에 가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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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take
take
take
take
take
take

over 더 우세해지다, 더 중요해지다
over 더 중요해지다
over 장악하다, 인수하다
pains 공을 들이다, 애를 쓰다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precedence over ~보다 우선하다
precedence over ~보다 우위에 서다
[우선하다]
take pride in ~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take root 뿌리를 내리다
take turns 교대로 ~하다
take 예로 들어 보다, 예를 들다
talent 재능
taming 길들이기
tap water 수돗물
tap 박자를 맞추다
tape recorder 녹음기
task force (특별) 전문 위원회
task 과제, 과업
tax preparation (service) 세무 대리 (서비스)
taxonomist 분류학자
teachability 학습 능력
teaching assistant 조교
tear(- tore - torn) 뜯다, 찢다
tease 놀리다, 희롱하다
technical 전문적인
technological 기술적인
tedious 지루한
telecast 텔레비전 방송
temperature 온도, 기온
temporally 시간적으로
temporarily 일시적으로
temporarily 일시적으로
tempt ~하도록 부추기다
temptation 유혹
temptation 유혹
tempting to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tempting 매력적인, 솔깃한
tend to ~을 보살피다[돌보다]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do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do ~하는 데 이바지하다, ~하는
경향이 있다
tendency 경향
tenfold 10배로
tense 긴장된
tension 긴장
tension 긴장
tension 긴장 상태, 긴장
tension 긴장(감)
term 용어
term 용어
term 용어
term 용어
term 용어
term 학기
terrified 겁에 질린
terrified 겁에 질린
territorial 텃세를 부리는 습성을 가진, 영

역[영토]의
territory (개인·단체·동물 등이 자기 소유로
여기는) 영역
territory 영역, 영토
territory 영역, 영토
territory 지역, 영역
text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다
textile 직물, 섬유
textiles 섬유 산업
texture 구성 (입자·성분), 구조
texture 질감
the ABCs of ~의 기본
the bends 잠수병(잠수부가 너무 빨리 수
면 밖으로 올라올 때 겪게 되
는 극심한 호흡 곤란)
the Christian era 서기(西紀)
the crown 왕, 군주, 왕권, 왕위
the deceased 망자, 고인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미국
독립선언서
the Everglades 에버글레이드 습지
the former 전자
the Great Depression (1929년 미국에서
비롯한) 대공황
the Gulf Stream 멕시코 만류
the instant (that) ~하자마자
the latter 후자
the Old World 구세계(유럽·아시아 및 아
프리카)
the Pentagon 미 국방부
the Protestant Reformation 종교개혁
the ranks 구성원들, 회원들, 군대
the rest 나머지, 다른 사람들[것들]
the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존재[현상/것]
theme 주제
then again 한편
theologian 신학자
theoretical 이론적인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
theorist 이론가
theorist 이론가
theorist 이론가
theorize 이론화하다
theory of mind 마음 이론(타인의 마음,
정신 상태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theory of relationship 관계 이론(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theory 이론
therapeutic 치료의
therapist 치료 전문가, 치료사
thereafter 그 후에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thesis statement 주제 서술문, 주제문
thesis 논지, 학위 논문(pl. theses)
thesis 학위 논문
thick 두꺼운
thick 심층적인
thicken 두껍게 하다

thickness 굵기
thickness 두께
think on one’s feet 즉석에서 판단하다
think outside the box 독창적으로 생각하다
third baseman 3루수
thorough 철저한
thoroughly 완전히
thoughtful 사려 깊은
threat 위협
threat 위협
threat 위협
threat 위협
threat 위협
threatening 위협적인
thrift 절약
thrilled 흥분한, 신이 난
thrilling 아주 신나는
thrive 번성하다
thrive 성공하다, 번영하다
thriving 번영하는, 번창하는
throat 목구멍
tide 흐름
tight 빽빽한
tight 인색한
tightness 기밀(氣密), (공기·물 등이) 새어
들지 않음
timber wolf (북미·캐나다 삼림 지대의) 얼
룩이리
timbered 수목이 무성한
time after time 매번
time consuming 시간 소모가 큰
time frame 기간, 시간
time slot 시간대
timeless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유행을
타지 않는
timeline 일정, 시각표
tiny 아주 작은
tip the scale 상황을 바꾸다
tip 끝
tip 끝
tissue (세포들로 이루어진) 조직
title (스포츠에서) 선수권, 타이틀
to a great extent 대부분, 크게
to name a few 몇 가지를 예로 들자면
to one’s astonishment ~가 놀랍게도
to one’s credit ~을 칭찬할 만하게
to one’s surprise 놀랍게도
to put it another way 다른 말로 하자면
to some extent 어느 정도는, 다소
to the best of one’s ability 될 수 있는
한, 힘 닿는
데까지
to the contrary 그 반대를 보여 주는[증
명하는]
to the extent that ~인 한, ~일 경우
token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표식으로서
의) 상징, 대용 화폐, 기념물
tolerant 용인하는, 관대한
tolerate 용인하다, 견디다
tolerate 용인하다, 너그럽게 보아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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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b 무덤, 묘(墓)
tonal 색조의
tone color 음색
tone 어조
tone 음조, 억양
top priority 최우선 사항
toss about ~을 사방으로 흔들다
toss 던지다
totalitarian 전체주의의
tough 강인한
tour of duty (해외에서의) 복무 기간
tourist 관광객
toward 지향하는
toxic 해로운, 유독성의
trace (선·무늬 등을) 긋다[그리다], 추적하다
trace 거슬러 올라가다
trace 거슬러 올라가다, 추적하다
trace 흔적
trace 흔적, 자취; 추적하다
traceable to ~에 기인하는
track and field 육상 경기
track 발자국, 자국
track 추적하다
track 추적하다
track 추적하다
trade book 일반서
trade 맞바꾸다, 교환하다
trading preference 무역 편애(국제 간 상
품 수출입에 있어 특정 국 상품을
선호하는 것)
tradition 전통
tradition 전통, 전설
tragedy 비극
tragedy 비극
trail 자국, 오솔길
trail 행적, 흔적
trail 흔적
trailing edge (날개·프로펠러의) 뒷부분
trait (유전) 형질, 특성
trait 자질, 특성
trait 특성
trait 특성
trait 특성
trait 특성
trait 특성
trait 특성
trait 특징, 특성
traitor 배신자, 반역자
transaction 거래
transaction 거래, 매매
transaction 거래, 업무 처리
transaction 교류, 거래
transactive memory 분산 기억(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총합)
transcend 초월하다
transfer 전송하다, 양도하다
transform (완전히) 바꿔 놓다
transform 바꾸다, 변모시키다
transform 바꾸다, 변형시키다

transform 완전히 바꾸다, 변형시키다
transform 완전히 바꾸다, 변형하다
transform 완전히 바꿔놓다
transformation 변화
transformation 변화, 변형
transformation 변환, 변형
transformative 변화시키는
transformative 변화의
transgenic 이식 유전자에 의한, 이식 유전
자의
transit 대중교통
transition 과도기
transition 이동, 변화
transition 이동, 이행
transition 이행(移行), 변화
transition 이행하다, 변천하다
transition 전환
transition 전환
transitory 일시적인, 덧없는
translatable 옮길 수 있는, 번역될 수 있는
translate ~ into ... ~을 …으로 전환하다
[바꾸다]
translate into ~을 초래하다
translate into 결과로 ~을 낳다
translate 옮기다, 번역하다
translocate 이동시키다
transmission 전달
transmission 전승, 전달
transmit 전달하다
transmit 전달하다
transmit 전달하다, 전수하다
transmit 전송하다
transmit 전송하다
transmittable 옮겨질 수 있는, 감염성의
transmitter 송신기
transnational 다국적의, 초국가적인
transnational 초국가적인
transparent 명백한, 투명한
transparent 투명한
transport 운반, 운송; 운반하다
transport 운반하다
transportation 교통(수단), 운송, 수송
transportation 운송, 수송
transported deposit 운반 퇴적물 광상
transregional 탈지역적인
trap 가두다
trash 쓰레기
trauma 충격적인 경험, 정신적 외상
trauma 트라우마, 외상
treasure 간직하다
treat 대접하다, 한턱내다
treatment (약품 등에 의한) 처리
treatment 치료
treatment 치료
treatment 치료제
tree line 수목한계선
tremble 떨다
tremble 떨다
tremble 떨리다
tremble 전율하다, 떨다

tremendous 엄청난
trend 기울다, 향하다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trial 실험
trial 실험, 시험
tribal 부족의
tribe 부족
tribe 부족
trick 속이다
trickery 속임수, 책략
trigger 야기하다
trigger 유발하다
trigger 유발하다
trigger 일으키다
trigger 작동시키다, 촉발하다
triple 세 배가 되다
triumph 승리
triumph 승리하다
triumphant 의기양양한
troop 무리, 부대
tropical 열대(지방)의
trot (말을 탄 사람이) 속보로 가다
trot 빠르게 달리다
trunk (코끼리의) 코
trust A with B A에게 B를 맡기다
trustworthy 믿을 만한
trustworthy 신뢰할 수 있는
trying 힘든, 괴로운
tuck away ~을 숨기다
tune 곡조, 곡
turn ~ on one’s head ~을 완전히 바꾸
어 놓다
turn ~ upside down ~을 거꾸로 뒤집다
[엉망으로 만들다]
turn a profit 이익을 내다
turn down (소리·온도 등을) 줄이다
turn on (기습적으로) ~을 공격하다
turn out ~임이 판명되다
turn out 판명되다, 밝혀지다
turn sour 틀어지다, 잘못되다
turn to ~에 의지하다
turning point 전환점
turnover (상품·자금의) 회전율
tuxedo 턱시도
twilight 말기, 쇠퇴기
twinkling 반짝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typical 전형적인, 대표적인
typically 보통, 일반적으로
typically 보통, 통상적으로
typically 일반적으로
U.S. Navy Seals 미국 해군 특전대
ubiquitous 도처에 존재하는, 어디에나 있는
ubiquity 도처에 있음, 편재
ultimate 궁극적인
ultimate 궁극적인
ultimate 궁극적인
ultimate 최고[최상·최대]의
ultimate 최종적인, 궁극적인
ultimately 결국
ultimately 결국,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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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imately 궁극적으로
ultimately 궁극적으로
ultimately 궁극적으로
ultimately 궁극적으로, 결국
ultimately 궁극적으로, 결국에
ultrasound 초음파
ultraviolet light 자외선
ultraviolet 자외선(의)
unacceptable 허용될 수 없는
unaffected 영향을 받지 않는
unaided 도움을 받지 않는
unambiguous 확실한, 애매하지 않은
unannounced 예고되지 않은
unanticipated 예기치 않은
unanticipated 예상하지 못한
unattractive 매력이 없는, 좋지 않은
unauthorized 무단의, 승인되지 않은
unaware 알지 못하는
unbiased 편견이 없는
unbundle 개별로 나누다, 개별로 가격을
매기다
uncertainty 불확실성
uncertainty 불확실성
uncertainty 불확실성
unclouded 혼돈되지 않은, 구름이 끼지
않은
unconscious 무의식의
unconscious 의식하지 못하는
unconstrained 구애되지 않는, 구속받지
않는
uncooperative 비협조적인
uncover 발견하다, 알게 되다
undefinable 정의할 수 없는
undeniable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underdog 약체, 질 것 같은 사람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다
underfed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영양
부족의
undergo (검사 등을) 받다
undergo (영향·변화·조처·검사 따위를) 받다
undergraduate 대학(생)의; 대학생
undergraduate 학부생
undergraduate 학부생, 대학생
undergraduate 학부생, 재학생
undergraduate 학부생의, 대학생의
undergraduate 학부의
underground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undergrowth (큰 나무 밑의) 덤불, 풀숲
underlie (~의) 밑에 있다, 기저가 되다
underlie ~의 근본 원인이 되다, ~의 밑에
있다
underlying 근원적인, 밑에 있는
undermine 기반을 약화시키다
undermine 기반을 약화시키다, 손상시키다
undermine 약화시키다
undermine 약화시키다
undermine 약화하다, 손상하다
underprivileged 불우한
underscore 강조하다

understanding of ~에 대해 이해심이 있는
undertake 시작하다, 착수하다
undertake 시작하다, 착수하다
undertake 착수하다
undertake 착수하다, 떠맡다
underwater 물속에서, 수중에서
undesired 원하지 않은
undiagnosed 진단 미확정의
undistinguished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undisturbed 그 누구도 건드리지[손대지]
않은, 방해받지 않은
undoubtedly 틀림없이
undress 옷을 벗다
undue 과도한, 지나친
undue 지나친
unearned 노력하지 않고 얻어진
uneasiness 불안감
uneven 공평하지 않은
uneven 균등하지 않은, 고르지 않은
unexpected 예상치 못한
unexpected 예상치 못한
unexpectedly 예상치 못하게
unfair 부당한
unfavorable 불리한
unfold 드러나다, 전개되다
unfold 발생하다, 일어나다
unfold 펼쳐지다, 펼치다
unforeseen 예상치 못한, 뜻밖의
unforeseen 예측하지 못한, 뜻밖의
unforseen 예상치 못한
unfortunate 적절하지 않은, 부적당한
unhindered 방해받지 않는
unhook 풀다, 떼어 내다
uniform 균일한
unintended 의도치 않은
unintentional 의도하지 않은
unintentionally 무심코, 본의 아니게
uninvited 요청되지 않은, 초대받지 않은
unique 독특한, 고유한
unique 고유한, 독특한
unique 고유한, 유일한, 독특한
unique 독특한
unique 독특한, 고유한
unit 구성단위
universal 보편적인, 일반적인
universalism 보편주의, 보편성
unleash 자유롭게 하다, 속박을 풀다
unlimited 무제한의
unlock 잠금을 해제하다
unmatchable 비할 수 없는, 필적할 수 없는
unmistakable 명백한
unpredictability 예측불가능성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unpredictably 예측할 수 없게
unpublished 미발표된
unquestionably 의심할 여지없이
unreasonable 비합리적인
unreliable 신뢰할 수 없는
unsettling 동요하게 만드는

unstable 불안정한
unsuitably 적합하지 않게
unsurpassed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unsuspecting 의심하지 않는
unwanted 원치 않는
up to ~까지
up to a point 어느 정도까지는
upbringing (가정) 교육, 양육, 훈육
up-ending 물구나무서기, 거꾸로 서기
upon payment 지불되는 대로
upright 꼿꼿한
upright 똑바로 (서서), 꼿꼿이
uprising 봉기, 반란
uproot (나무·화초 등을) 뿌리째 뽑다
upstream 상류로
up-tempo 빠른 속도의
up-to-date 최신의, 최근의
urban 도시의
urban 도시의
urge ~ to do ~에게 …하도록 강제하다
[재촉하다]
urge 권유하다
urge 욕구, 충동
urge 욕구, 충동
urge 충동
urge 충동, 욕구
urge 충동; 권고하다
urgent 긴급한
urgent 절박한, 긴급한
use up ~을 다 써 버리다
usefulness 유용성
usefulness 유용성
utilitarian 실용주의적인, 실리주의의
utilization 활용, 이용
utilize 이용하다
utilize 활용하다
utilize 활용하다
utilize 활용하다
utilize 활용하다
utter (입으로 어떤 소리를) 내다, (말을)
하다
utterance (입으로 한) 말, 발언, (말로) 표
현함
utterly 전혀, 완전히
vagueness 모호함, 분명치 않음
valid 법적으로 유효한
valid 유효한
valid 타당한
valid 타당한
valid 타당한, 유효한
validate 입증하다, 인증하다
validate 정당성을 입증하다
validity 타당성
validity 타당성
valley 계곡
value 가격, 가치
vanish 사라지다
variable 변수
variable 변수
variable 변수, 변하기 쉬운 것, 변하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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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 변화
variation 차이, 변화
variation 차이, 변화
vary 달라지다, 다양하다
vast (정도·강도 따위가) 대단한, 엄청난,
굉장한
vast 거대한
vast 어마어마한, 방대한
vastness 광활한 넓이, 광대함
vegetarian 채식주의자(의)
vegetarianism 채식주의
vegetated 초목이 있는
vegetation 초목, 식물
vegetation 초목, 식물
vegetative 식물의
vehicle 매개체
vehicle 매개체, 수단
vehicle 수단, 매체, 차량
vehicle 차량
vehicle 차량
vehicular 차량의
vein 정맥
velveteen 면벨벳
vendor 노점상
ventilation 통풍, 환기
venture forth 과감히 나아가다
verbal 말로 나타낸, 말의, 말에 관한
verbal 언어적인
verbalize 말로 표현하다
verbally 구두로
verbally 구두로, 말로
verifiable 확인할 수 있는
verify (진실인지·정확한지) 확인하다
verify 사실임을 입증하다, 증명하다
verify 입증하다, 진실임을 확인하다
versatile 다용도의
verse (노래의) 절
verse 시, 운문
verse 운문
versus ~와 대비한[대비하여]
vessel 배
vessel 용기, 그릇
via ~으로, ~을 통하여
via ~을 통해
via ~을 통해
vibrant 강렬한, 생기가 넘치는
vibrate 진동하다
vibration 진동
vice versa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victim 피해자, 희생자
victim 환자, 피해자, 희생자
victimize 피해자로 만들다
video clip 비디오 클립, 짧은 영상
view ~ as ... ~을 ⋯으로 여기다[간주하다]
view 견해
vigorous 활발한, 원기 왕성한
villager 마을 사람
violate 깨뜨리다, 위반하다
violate 위반하다, 침해하다

violate 위배하다, 어기다
violate 침해하다
violation 위반
violation 위반
violation 위반, 위배
violence 폭력
virtual 가상의
virtual 가상의
virtually 거의, 사실상
virtually 거의, 사실상
virtually 거의, 사실상
virtually 컴퓨터상에서, (컴퓨터를 이용하
여) 가상으로
virtue 덕, 미덕
virtue 장점, 미덕
visibility 가시성, 시정
visible 가시적인, 뚜렷한
visible 가시적인, 볼 수 있는, 보이는
vision (~의) 화신
vision 상상, 환상
visionary 선견지명의
visualize 마음속에 그리다, 시각화하다
visualize 시각화하다
visual-spatial 시공간적인, 시공간의
vital 극히 중대한
vital 중요한
vital 중요한
vital 중요한, 필수적인
vital 필수적인
vital 필수적인
vitality 활력, 생명력
vitally 대단히, 지극히
vivid 생생한
vivid 생생한, 선명한
vividly 생생하게
vividness 생생함
volcanic 화산의
volcanic 화산의
volume (파피루스 따위의) 두루마리, 서적, 책
volume 책, 권
voluntarily 자발적으로
voluntary 자발적인
vomit 토하다
voucher 쿠폰, 할인권
vowel 모음(의)
vulnerability 취약성
vulnerable 상처받기 쉬운, 취약한
vulnerable 취약한
vulnerable 취약한
vulnerable 취약한
vulnerable 취약한
vulnerable 취약한, 상처받기 쉬운
wage (전쟁, 전투 등을) 수행하다, 벌이다
walk of life (다양한) 계층, 직업, (사회적)
지위
wall-to-wall 바닥 전면을 덮는
wander 배회하다, 돌아다니다
wander 어슬렁거리다
wander 옆길로 벗어나다
wane 종말에 이르다, 약해지다

warfare 전쟁
warranty 보증, 품질 보증서
wary 조심성 있는
waste 낭비
watchdog 감시자
water spray 수분 분무
waterproof 방수 처리를 하다; 방수의
waterproof 방수의
water-resistant 방수의
wave 손짓, 손 흔들기
wavelength 파장
wavelength 파장
wear out 마모되다
weatherboard 비막이 판자
weatherproof 전천후인
web of life 생명의 망
wedding vows 결혼 서약
weed 잡초
weigh 따져 보다, 무게를 달다
weigh 따져보다
weigh 무게가 ~이다
welfare 번영, 복지
welfare 복지
welfare 안위, 복지
well disposed 호의적인
well-argued 논증이 잘된
well-articulated 분명한
well-balanced 균형이 잡힌
well-being 행복
well-established 정착된, 안정된
well-fed 영양이 충분한
well-known 잘 알려진
well-rehearsed 잘 연습된
well-rounded 다재다능한
well-structured 구성이 좋은
West Point 미 육군사관학교
whaling 고래잡이
what is called 소위, 이른바
wheat 밀
when all is said and done 모든 것을 고
려해 보면
when it comes to ~에 관련해서는, ~에
관한 한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whereas ~인 반면에
whereas ~인 반면에
whisper 속삭이다
whisper 속삭이다,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다
white-coated 흰 상의를 입은, 흰 웃옷을
입은
whole milk (지방분을 빼지 않은) 전유(全乳)
wholeness 전체
wholly owned (회사가 다른 기업에 의해)
전액[100%] 출자된
whooping crane 미국흰두루미
wide-eyed 눈이 휘둥그레진
wild-caught 야생에서 포획된
wilderness 황야, 황무지
wildlife 야생 동물
will 의지

- 50 willingly 기꺼이
willingly 기꺼이
willingly 기꺼이, 자진해서
willingness 기꺼이 하는 마음, 의지
willingness 의향, 자진해서 하는 마음
wind 감다
wipe out ~을 몰살[전멸]시키다
wipe out ~을 몰살하다
wired 긴장한, 흥분한
with emotion 감정이 북받쳐, 감격하여
with facility 순조로이, 용이하게
with reference to ~와 관련하여
with regard to ~와 관련하여
with respect to ~와 관련된, ~와 관련하여
with respect to ~와 관련한
withdraw from ~에서 손을 떼다, ~에서
물러나다
withdraw(- withdrew – withdrawn)
끌어오다, 인출하다
withhold ~을 주지 않다
within earshot 소리가 들리는 거리에 (있는)
without a blink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히
without reference to ~와 관계없이
witness 목격자; 목격하다
witness 목격하다
witness 목격하다
wizard 마법사
wonder 궁금해하다
wondrous 경이로운, 놀랄 만한
woodland 삼림 지대
work ethic 직업 윤리
work on (해결·개선하기 위해) ~에 공을
들이다
work on ~에 공을 들이다
work on ~에 애쓰다
work on ~의 개선[해결]에 애쓰다, ~에
공들이다
workforce 노동 인구, 노동력
workforce 직원
working memory 작업 기억
working 작용, 작동
workings 작동 방식
workplace 업무 현장, 직장
works (의로운) 행위, (종교적·도덕적) 행위
work-specific 업무[일]에 한정된
worm 벌레
worn out 척박한, 닳은
worthwhile 가치 있는
wound 부상, 상처
wrestle 씨름하다
wrongdoer 범법자
xenophobia 외국인 공포증
yearbook 졸업 앨범
yell 소리치다
yield 산출하다, 생산하다
yield 생기게 하다, 산출하다
yield 수확(량), 산출(량)
yield 수확량
yielding 물렁한, 유연한
youngster 젊은이,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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