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2 2022년 3월 한줄해석 0-0단계 - 단어연습.hwp

www.TonyParkEnglish.com 010-3472-3305- 1 -

19 invisible 보이지 않은

makeup 화장

refreshment 다과,

accidentally 우연히

stain 얼룩지게 하다

nerve 신경, 초조함

torture 괴롭히다, 고문하다

have butterflies in 
one's stomach 안절부절 못하다. 

tighten 조이다. 

20 various 다양한

ethnic 민족의, 인종의

perspective 관점

valuable 가치 있는 

extensive 광범위한

multicultural 다문화의

capture 포착하다, 잡다

unconventional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expose 노출시키다

explore 탐험하다, 탐방하다

21 illustrate 보여주다, 묘사하다

context 맥락

assimilation 동화

fit 일치하다, 적당하다

spherical 구형의

interpret 해석하다

surface 표면

incorporate 통합하다

preexisting 기존의, 이미 존재하고 있는

22 well-meaning 좋은 의미의

practice 운동, 연습, 관행

cautious 주의하는, 조심하는

beat up 자책하다

approach 접근법

chance 우연, 가능성

strive 열심히 노력하다

23 individual 개별의, 개인의

physically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a multitude of 다수의 

invisible 비가시적인

biological 생물학적인

entity 실체, 완전체

ancestry 혈통, 가계

trait 특성

coloration 색깔

texture 질감, 감촉

identify 식별하다, 확인하다

like ~와 비슷한

feature 특성, 특징

continuously 지속적으로

variable 변할 수 있는

classify 분류하다

construction 구성, 구조, 건축

24 realization 실현, 현실화

domination 지배

industrial 산업의, 산업적인

revolution 혁명

advance 발전, 진보

manufacturing 제조업

transform 변화시키다

significant 중대한, 중요한

structure 구조화 하다, 조직하다

multiple 여러 개의

capitalistic 자본주의적인

mechanized 기계화된

mass 대량의

quantity 양, 수량

rural 시골의

agricultural 농업의, 농업적인

based on ~ ~에 기반을 둔

abandon 버리다, 포기하다

urban 도시의

innovation 혁신

textile 직물, 옷감

simultaneously 동시에

exert 행사하다, 발휘하다, 가하다

authority 권력, 권위, 권한

dump 버리다  

hazardous 유해한

by-product 부산물

29 despite ~에도 불구하고

abundant 많은, 풍부한

constantly 끊임없이

interpersonal 사람들 간의

comparison 비교

evaluate 평가하다

standing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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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 강화 시키다

self-esteem 자존감

backfire 역효과를 내다

inadequate 무능한, 부적절한

malignant 악성의

misfortune 불행

undeserve 받을 가치가 없다

beneficence 호의, 은혜, 자선

benign 상냥한, 온순한

long to V ~을 열망하다

reproduce 재생산하다

accomplishment 성취, 업적

circumstance 환경

30 involve 포함시키다

primarily 주로

puzzle-solving 문제 해결하기

paradigm 패러다임

encounter 부딪히다. 마주치다

phenomena 현상들

accommodate 수용하다

mismatch 일치하지 않다

prediction 예측

experimental 실험의

eliminate 제거하다

conservative 보수적인

earth-shattering 극히 중대한

extend 확장하다

existing 존재하는

novelty 참신함. 

stress 강조하다

unquestioningly 의심없이

conduct 수행하다

faulty 결함, 잘못

31 subordinate 부하, 하급자

sympathizer 동조자

incident 사건, 사고

cozy 편안한

corridor 복도

ultimate 궁극적인

controversy 논쟁의, 논란의

eager to V ~하기를 열망하는

reluctant to V ~하기를 꺼리는

commitment 헌신, 전념

abandon 버리다, 포기하다

32 destination 목적지

spring from~ ~로 부터 발생하다

originate from ~에서 기원하다

conscious 의식적인

awareness 인지, 알아 냄

separate 별개의, 분리된

cognitive 인지적인, 인식의

firing 활성화

synthesize 종합하다, 합성하다

strengthen 강화 시키다

certain 특정한, 확신하는

component 구성요소

preserve 보존하다, 지키다

33 philosopher 철학자

purely 순전히

illustrate 그리다, 묘사하다

diverse 다양한

range 범위, 영역

phenomena 현상들

body 물체, 신체

exert 행사하다, 수행하다

gravitational 중력의

attraction 당기는 힘, 매력

fundamental 근본적인, 기본적인

principle 원리

moral 교훈 : 도덕과 관련된

generalize 일반화되다

it follows that ~ ~라고 결론 짓다. 

34 context 상황, 맥락

frequency 빈도

slightly 약간

condition 조건, 상황

rating 평가, 순위

funniness 재미

anxiousness 불안감

imply 암시하다, 의미하다

35 native 원주민

immersed 몰입한

possess 소유하다

aptitude 소질, 적성

not necessarily 반드시 ~하지 않게

literacy 활용 능력, 언어활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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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l 기본적인, 본래의

principle 원리

structure 구조, 건축 ; 건축하다

empower ~하도록 힘을 부여하다

36 roughly 대략, 거칠게

refer to 지칭하다, 언급하다

logical 논리적인

empirical 경험의, 경험적인

rationalist 합리주의자

prize 높이 평가하다

logic 논리적인

reason 이성, 합리성

primitive 원시적인

anthropologist 인류학자

sociologist 사회학자

complicated 복잡한

intertwined 얽혀 있는

interdependent 상호 의존적인

metaphor 은유, 비유

transform 형태를 변화시키다

involve 포함시키다. 관련시키다

calculation 계산

37 literary 문학의

overwhelming 압도적인

translate 번역하다

extract 발췌본, 추출물

advantage 장점, 이점

passage 단락

monotony 단조로움

flavour 묘미, 맛

overall 전반적인

feature 특징

adequately 충분히, 적절히

plot 줄거리, 이야기 구성

gradual 점진적인

involvement 몰입, 관여

unfold 전개하다, 펼치다

theme 주제 

contrasting 대조적인

38 modern 현대

modus perandi 작업 방식

advent 출현

periodical 정기 간행물

yield ground to ~ ~에 자리를 내어 주다

abandon 버리다, 포기하다

reputation 명성

contribution 기여, 기부

treatment 출간물, 처치, 치료

revolutionary 혁명적인

relativity 상대성

status 지위, 위치

39 refer to ~을 나타내다, 언급하다

meet the demand 수요를 충족시키다

inflexible 유연하지 않은

capacity 능력 (=ability)

note 주목하다

equipment 장비

revenue 수익

distribution 배급, 배분

40 reliable 믿을 수 있는

indicator 지표, 방향표시

acquaintance 아는 사람

violate 위반하다

packed 가득 찬

closeness 가까움

nonverbal 비 언어적인

compensate for ~ 상쇄시키다, 보충하다

maintain 유지하다

constant 계속적인

41 civil 정중한, 시민의

architect 건축가

competent 유능한

original 독창적인

friction 마찰, 충돌

tense 긴장감이 있는 

secure 안전한

person-to-be ~가 될 사람

anything but 결코 ~이 아닌

harmonious 화목한, 조화로운

verbally 언어적으로

abusive 학대하는

shy away 피하다

conflict 충돌

stand up for 
oneself 

자기 입장을 내세우다, 
자립하다

argument 논쟁, 말다툼

reflect 회고하다, 반사하다, 비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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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ate 열정적인

prolonged 장기적인

critical 결정적인

assumption 가정, 전제

soar
날아 오르다, 솟구치다, 

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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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invisible

makeup

refreshment

accidentally

stain

nerve

torture

have butterflies in 
one's stomach

tighten

20 various

ethnic

perspective

valuable

extensive

multicultural

capture

unconventional

expose

explore

21 illustrate

context

assimilation

fit

spherical

interpret

surface

incorporate

preexisting

22 well-meaning

practice

cautious

beat up

approach

chance

strive 

23 individual

physically

a multitude of 

invisible

biological

entity

ancestry

trait

coloration

texture

identify

like

feature

continuously

variable

classify

construction

24 realization

domination

industrial

revolution

advance

manufacturing

transform

significant

structure

multiple

capitalistic

mechanized

mass

quantity

rural

agricultural

based on ~

abandon

urban

innovation

textile

simultaneously

exert

authority

dump

hazardous

by-product

29 despite

abundant

constantly

interpersonal

comparison

evaluate

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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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

self-esteem

backfire

inadequate

malignant

misfortune

undeserve

beneficence

benign

long to V

reproduce

accomplishment

circumstance

30 involve

primarily

puzzle-solving

paradigm

encounter

phenomena

accommodate

mismatch

prediction

experimental

eliminate

conservative

earth-shattering

extend

existing

novelty

stress

unquestioningly

conduct

faulty

31 subordinate

sympathizer

incident

cozy

corridor

ultimate

controversy

eager to V

reluctant to V

commitment

abandon

32 destination

spring from~

originate from

conscious

awareness

separate

cognitive

firing

synthesize

strengthen

certain

component

preserve

33 philosopher

purely

illustrate

diverse

range

phenomena

body

exert

gravitational

attraction

fundamental

principle

moral

generalize

it follows that ~

34 context 

frequency

slightly

condition

rating

funniness

anxiousness

imply

35 native

immersed

possess

aptitude

not necessarily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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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l

principle

structure

empower

36 roughly

refer to 

logical

empirical

rationalist

prize

logic 

reason

primitive

anthropologist

sociologist

complicated

intertwined

interdependent

metaphor

transform

involve

calculation

37 literary

overwhelming

translate

extract

advantage

passage

monotony

flavour

overall

feature

adequately

plot

gradual

involvement

unfold

theme

contrasting

38 modern

modus perandi

advent

periodical

yield ground to ~

abandon

reputation

contribution

treatment

revolutionary

relativity

status

39 refer to 

meet the demand

inflexible

capacity

note 

equipment

revenue

distribution

40 reliable

indicator

acquaintance

violate

packed

closeness

nonverbal

compensate for ~

maintain

constant 

41 civil 

architect

competent

original

friction

tense

secure

person-to-be

anything but

harmonious

verbally

abusive

shy away

conflict

stand up for 
oneself 

argument

ref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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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ate

prolonged

critical

assumption

so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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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이지 않은

화장

다과,

우연히

얼룩지게 하다

신경, 초조함

괴롭히다, 고문하다

안절부절 못하다. 

조이다. 

20 다양한

민족의, 인종의

관점

가치 있는 

광범위한

다문화의

포착하다, 잡다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노출시키다

탐험하다, 탐방하다

21 보여주다, 묘사하다

맥락

동화

일치하다, 적당하다

구형의

해석하다

표면

통합하다

기존의, 이미 존재하고 
있는

22 좋은 의미의

운동, 연습, 관행

주의하는, 조심하는

자책하다

접근법

우연, 가능성

열심히 노력하다

23 개별의, 개인의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수의 

비가시적인

생물학적인

실체, 완전체

혈통, 가계

특성

색깔

질감, 감촉

식별하다, 확인하다

~와 비슷한

특성, 특징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분류하다

구성, 구조, 건축

24 실현, 현실화

지배

산업의, 산업적인

혁명

발전, 진보

제조업

변화시키다

중대한, 중요한

구조화 하다, 조직하다

여러 개의

자본주의적인

기계화된

대량의

양, 수량

시골의

농업의, 농업적인

~에 기반을 둔

버리다, 포기하다

도시의

혁신

직물, 옷감

동시에

행사하다, 발휘하다, 
가하다

권력, 권위, 권한

버리다  

유해한

부산물

29 ~에도 불구하고

많은, 풍부한

끊임없이

사람들 간의

비교

평가하다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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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시키다

자존감

역효과를 내다

무능한, 부적절한

악성의

불행

받을 가치가 없다

호의, 은혜, 자선

상냥한, 온순한

~을 열망하다

재생산하다

성취, 업적

환경

30 포함시키다

주로

문제 해결하기

패러다임

부딪히다. 마주치다

현상들

수용하다

일치하지 않다

예측

실험의

제거하다

보수적인

극히 중대한

확장하다

존재하는

참신함. 

강조하다

의심없이

수행하다

결함, 잘못

31 부하, 하급자

동조자

사건, 사고

편안한

복도

궁극적인

논쟁의, 논란의

~하기를 열망하는

~하기를 꺼리는

헌신, 전념

버리다, 포기하다

32 목적지

~로 부터 발생하다

~에서 기원하다

의식적인

인지, 알아 냄

별개의, 분리된

인지적인, 인식의

활성화

종합하다, 합성하다

강화 시키다

특정한, 확신하는

구성요소

보존하다, 지키다

33 철학자

순전히

그리다, 묘사하다

다양한

범위, 영역

현상들

물체, 신체

행사하다, 수행하다

중력의

당기는 힘, 매력

근본적인, 기본적인

원리

교훈 : 도덕과 관련된

일반화되다

~라고 결론 짓다. 

34 상황, 맥락

빈도

약간

조건, 상황

평가, 순위

재미

불안감

암시하다, 의미하다

35 원주민

몰입한

소유하다

소질, 적성

반드시 ~하지 않게

활용 능력, 언어활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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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본래의

원리

구조, 건축 ; 건축하다

~하도록 힘을 부여하다

36 대략, 거칠게

지칭하다, 언급하다

논리적인

경험의, 경험적인

합리주의자

높이 평가하다

논리적인

이성, 합리성

원시적인

인류학자

사회학자

복잡한

얽혀 있는

상호 의존적인

은유, 비유

형태를 변화시키다

포함시키다. 관련시키다

계산

37 문학의

압도적인

번역하다

발췌본, 추출물

장점, 이점

단락

단조로움

묘미, 맛

전반적인

특징

충분히, 적절히

줄거리, 이야기 구성

점진적인

몰입, 관여

전개하다, 펼치다

주제 

대조적인

38 현대

작업 방식

출현

정기 간행물

~에 자리를 내어 주다

버리다, 포기하다

명성

기여, 기부

출간물, 처치, 치료

혁명적인

상대성

지위, 위치

39 ~을 나타내다, 언급하다

수요를 충족시키다

유연하지 않은

능력 (=ability)

주목하다

장비

수익

배급, 배분

40 믿을 수 있는

지표, 방향표시

아는 사람

위반하다

가득 찬

가까움

비 언어적인

상쇄시키다, 보충하다

유지하다

계속적인

41 정중한, 시민의

건축가

유능한

독창적인

마찰, 충돌

긴장감이 있는 

안전한

~가 될 사람

결코 ~이 아닌

화목한, 조화로운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피하다

충돌

자기 입장을 내세우다, 
자립하다

논쟁, 말다툼

회고하다, 반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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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다

열정적인

장기적인

결정적인

가정, 전제

날아 오르다, 솟구치다, 
급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