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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ute 통학하다, 통근하다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

available 이용 가능한
discontinue 중단하다
drop N off N을 태워다 주다
consider 생각하다, 고려하다

place 처하게 하다.
including ~을 포함하여
resident 거주자, 주민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는
urge 촉구하다

council 의회
concern 우려, 염려

19 vice president 부사장
human resource 인사과

anticipation 기대(감), 예상
promotion 승진, 홍보
go blank 머리가 하해지다

desperately 간절히, 절박하게
sentence 문장

20 announcement 발표, 선언
prove 드러나다, 입증되다

uneconomical 경제성이 없는
route 노선, 길
airline 항공사
scarce 희소한, 드문

resource 자원
persuade 설득하다
scarcity 희소성

effectively 효과적으로
point out 강조하다

uniqueness 유일함
keep in mind 명심하다

desirable 가치 있는, 바람직한

21 concentrate 집중하다
irregularly 불규칙적으로

now and then 이따금
particular 특정한, 특별한
rhythm 규칙성, 리듬

effectively 효과적으로
filter 여과하다

regulate 조절하다
device 기기, 장치

strict 엄격한
nutrition 영양
stick to~ ~을 고수하다.

metabolism 신진대사
adjust 적응하다

in-between 중간 단계의
phase 단계, 추세
belly 배. 

rumble 울리다
unexpected 예기치 않은
consumption 소비
traditional 기존의, 전통적인
stimulate 자극하다

toxic 독소적인, 독이 있는

22 emerge 나타나다
ignition 발화
initial 처음의
strike 발생하다. 치다

protagonist 주인공
overreact 과잉 반응하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attentive 주의를 기울이는

compel N to V N이 V하도록 강요하다
engaged 몰입된

beam 빛 줄기
detach 분리시키다

perspective 관점
character 등장인물
definition 정의
electricity 전기

23 refer to 지칭하다, 나타내다
eyelid 눈꺼풀
reveal 드러내다

indicate 나타내다. 가리키다
measurement 척도

reputation 평판
fearful 겁이 많은

mammal 포유류
minimize 최소화하다

approaching 접근하는
predator 포식자

concerned with ~ ~에 대해 염려하는
attempt 시도

involuntarily 무의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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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t come to 
~ ~에 관해서 

24 liberate 자유롭게 하다
Marxism 마르크스주의

enlightenment 계몽주의
solution 해결책
humanity 인류, 인간성

wage 벌이다
logic 논리

establishment 설립
lock together 함께 묶다

destiny 운명
overwhelming 저항할 수 없는, 압도하는
devastating 파괴적인

29 anchor 닻, 기준점
bias 편향

cognitive 인지적인
give weigh to ~에 치중하다

regardless of ~ ~와 상관없이
relative 상대적인

relevance 적절성
initial 초기의

significantly 상당히
challenging 어려운, 도전적인

alter 바꾸다, 고치다.
logically 논리적으로

emergency 
medicine 응급 진료

subsequent 다음에 오는
aching 고통스러운

jaw 턱
label 분류하다. 꼬리표를 붙이다
treat 치료하다, 다루다

30 retain 유지하다, 기억하다
recall 기억하다. 회상하다

noteworthy 주목할 만한
extent 범위, 정도, 크기
specific 특정한, 구체적인

apparently 명백하게

31 element 요소
particular 특정한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ancestor 조상

preference 선호
hardwire 고정화 시키다

sodium 나트륨
concentration 농도, 집중

primary 주요한
producer 생산자
ingredient 성분
common 흔한, 공공의
remedy 치료하다, 해결하다
material 재료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eliminate 제거하다, 배설하다
excess 초과(분)
source 공급원
reward 보상하다

migration 이주, 이동
protective 보호하는, 보호의
instinct 본능
periodic 주기적인

starvation 기아, 굶주림

32 gut instinct 직감
interior 내부의

perception 인식
inconsistency 불일치

fleeting 순식간의
rushed 서두르는

resort to ~에 의존하다
assign 부여하다, 할당하다

nerve cell 신경세포
cognitive 인지의
discard 폐기하다, 버리다

mechanism 체계, 메커니즘
overcome 극복하다
conflict 충돌, 갈등

representation 표현, 표시
vulnerability 취약성

concrete 구체적인

33 continent 대륙
a great deal of 많은 양의

humid 습한
encounter 마주치다

precipitation 강수
windward 풍상층, 바람이 불어오는 쪽

uplift 상승
extremely 극도로

drastic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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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end 오르다
descend 내려가다
equalize 동등하게 하다

34 vivid 생생한
fine 벌금 등을 부과하다

imposition 벌금 등의 부과
effective 효과적인
ensure 보장하다, 확실히 하다

essentially 근본적으로
significantly 중요하게는
arrangement 방식, 배열

35 rational 이성적인, 합리적인
sort 가려내다

ultimately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timeless 영원한
calculate 계산하다

probability 가능성
accurately 정확하게
conversely 반대로

well-informed 정보를 잘 갖춘
be attribute to ~ ~의 탓으로 여기다

reasoning
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turn out ~로 판명되다. 
intelligent 지적인

36 regarding~ ~와 관련하여
conception 개념

responsibility 책임
police 감시하다, 경찰
neglect 등한시하다, 소홀히 하다
interfere 침해하다, 간섭하다
patent 특허권
weigh ~에 치중하다

37 register 등록하다, 기록하다
demonstrate 입증하다

resilience 회복력
disturbance 교란

intensity 강도
urgent 긴급한

remarkable 놀라운, 눈에 띄는
acute 극심한, 급성의
coral 산호

bleach 표백하다
hammer (망치 등으로) 강타하다

persist 지속하다
management 관리
destructive 파괴적인

nurture 키우다, 양육하다

38 brightness 밝기
frequency 주파수, 빈도
overtone 상음, 높은 소리

subjectively 주관적으로
electronic 전자의

immediately 곧바로, 즉시
convince 납득시키다.

39 observe 관찰하다
vastly 상당히

appearance 외관
genetically 유전적으로
identical 동일한
nutrient 영양소
seedling 묘목
organ 기관

capacity 능력
initiate 시작하다
propel 나아가게 하다
allocate 배분하다
extensive 광범위한
adapt to ~에 적응하다
distinct 별개의, 다른
modify 바꾸다, 수식하다.

underlying 근원적인
metabolic 신진대사의 

biochemical 생화학적인

40 economist 경제학자
experimental 실험의

subject 실험 대상자, 주제
forecast 예측하다

come true 실현되다
participant 참가자
accurate 정확한
prospect 전망, 기대
influence 영향을 미치다
predict 예측하다

reasoning 추론

41 populate 거주하다
evolution 진화

alert 주의를 기울이는

http://www.tonyparkenglish.com


고2 2021년 11월 한줄해석 0-0단계 - 단어연습.hwp

www.TonyParkEnglish.com 010-3472-3305- 4 -

suggestion 암시, 제안
attend 주의를 기울이다. 참석하다

one another 서로 간에
conflict 싸움, 갈등
plunge 뛰어 들다
puff up 부풀리다

bare 드러내다
navigate 항해하다
inevitable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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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ute
public 

transportation

available

discontinue

drop N off 

consider

place

including

resident

unacceptable

urge

council

concern

19 vice president

human resource

anticipation

promotion

go blank

desperately

sentence

20 announcement

prove

uneconomical

route

airline

scarce

resource

persuade

scarcity

effectively

point out

uniqueness

keep in mind

desirable

21 concentrate

irregularly

now and then

particular

rhythm

effectively

filter

regulate

device

strict

nutrition

stick to~

metabolism

adjust

in-between

phase

belly

rumble

unexpected

consumption

traditional

stimulate

toxic

22 emerge

ignition

initial 

strike

protagonist

overreact

otherwise

attentive

compel N to V 

engaged

beam

detach

perspective

character

definition

electricity

23 refer to 

eyelid

reveal

indicate 

measurement

reputation

fearful

mammal

minimize

approaching

predator

concerned with ~

attempt

involunt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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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t come to 
~

24 liberate

Marxism

enlightenment

solution

humanity 

wage

logic

establishment

lock together

destiny

overwhelming

devastating

29 anchor

bias

cognitive

give weigh to 

regardless of ~

relative

relevance 

initial 

significantly

challenging

alter

logically
emergency 
medicine

subsequent

aching

jaw

label

treat

30 retain

recall

noteworthy

extent

specific

apparently

31 element

particular

predictable

ancestor

preference

hardwire

sodium

concentration

primary

producer

ingredient

common

remedy

material

otherwise

eliminate

excess

source

reward

migration

protective

instinct

periodic

starvation

32 gut instinct

interior

perception

inconsistency

fleeting

rushed

resort to

assign

nerve cell

cognitive

discard

mechanism

overcome

conflict

representation

vulnerability

concrete

33 continent

a great deal of

humid

encounter

precipitation

windward

uplift

extremely

dr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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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end

descend

equalize

34 vivid

fine

imposition

effective 

ensure

essentially

significantly

arrangement

35 rational

sort

ultimately

timeless

calculate

probability

accurately

conversely

well-informed

be attribute to ~

reasoning

turn out 

intelligent

36 regarding~

conception

responsibility

police

neglect

interfere

patent

weigh 

37 register

demonstrate

resilience

disturbance

intensity

urgent

remarkable

acute

coral

bleach

hammer

persist

management

destructive

nurture

38 brightness

frequency

overtone

subjectively

electronic

immediately

convince

39 observe

vastly

appearance

genetically

identical

nutrient

seedling

organ

capacity

initiate

propel

allocate

extensive

adapt to 

distinct

modify

underlying

metabolic 

biochemical

40 economist

experimental

subject 

forecast

come true

participant

accurate 

prospect

influence

predict 

reasoning

41 populate

evolution

alert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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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d 

one another

conflict

plunge

puff up 

bare

navigate

inev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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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통학하다, 통근하다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중단하다
N을 태워다 주다

생각하다, 고려하다

처하게 하다.
~을 포함하여

거주자, 주민

받아들일 수 없는
촉구하다

의회

우려, 염려

19 부사장

인사과

기대(감), 예상
승진, 홍보

머리가 하해지다

간절히, 절박하게
문장

20 발표, 선언

드러나다, 입증되다
경제성이 없는

노선, 길

항공사
희소한, 드문

자원

설득하다
희소성

효과적으로

강조하다
유일함

명심하다

가치 있는, 바람직한

21 집중하다

불규칙적으로

이따금
특정한, 특별한

규칙성, 리듬

효과적으로
여과하다

조절하다

기기, 장치
엄격한

영양
~을 고수하다.

신진대사

적응하다
중간 단계의

단계, 추세

배. 
울리다

예기치 않은

소비
기존의, 전통적인

자극하다

독소적인, 독이 있는

22 나타나다

발화

처음의
발생하다. 치다

주인공

과잉 반응하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를 기울이는

N이 V하도록 강요하다
몰입된

빛 줄기

분리시키다
관점

등장인물

정의
전기

23 지칭하다, 나타내다

눈꺼풀
드러내다

나타내다. 가리키다

척도
평판

겁이 많은

포유류
최소화하다

접근하는

포식자
~에 대해 염려하는

시도

무의식적으로
~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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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유롭게 하다
마르크스주의

계몽주의

해결책
인류, 인간성

벌이다

논리
설립

함께 묶다

운명
저항할 수 없는, 압도하는

파괴적인

29 닻, 기준점
편향

인지적인

~에 치중하다
~와 상관없이

상대적인

적절성
초기의

상당히

어려운, 도전적인
바꾸다, 고치다.

논리적으로

응급 진료
다음에 오는

고통스러운

턱
분류하다. 꼬리표를 붙이다

치료하다, 다루다

30 유지하다, 기억하다
기억하다. 회상하다

주목할 만한

범위, 정도, 크기
특정한, 구체적인

명백하게

31 요소
특정한

예측 가능한

조상
선호

고정화 시키다

나트륨
농도, 집중

주요한
생산자

성분

흔한, 공공의
치료하다, 해결하다

재료

그렇지 않으면
제거하다, 배설하다

초과(분)

공급원
보상하다

이주, 이동

보호하는, 보호의
본능

주기적인

기아, 굶주림

32 직감

내부의

인식
불일치

순식간의

서두르는
~에 의존하다

부여하다, 할당하다

신경세포
인지의

폐기하다, 버리다

체계, 메커니즘
극복하다

충돌, 갈등

표현, 표시
취약성

구체적인

33 대륙
많은 양의

습한

마주치다
강수

풍상층, 바람이 불어오는 
쪽

상승

극도로

급격한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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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가다
동등하게 하다

34 생생한

벌금 등을 부과하다
벌금 등의 부과

효과적인

보장하다, 확실히 하다
근본적으로

중요하게는

방식, 배열

35 이성적인, 합리적인

가려내다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영원한

계산하다

가능성
정확하게

반대로

정보를 잘 갖춘
~의 탓으로 여기다

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로 판명되다. 

지적인

36 ~와 관련하여
개념

책임

감시하다, 경찰
등한시하다, 소홀히 하다

침해하다, 간섭하다

특허권
~에 치중하다

37 등록하다, 기록하다

입증하다
회복력

교란

강도
긴급한

놀라운, 눈에 띄는

극심한, 급성의
산호

표백하다

(망치 등으로) 강타하다
지속하다

관리
파괴적인

키우다, 양육하다

38 밝기
주파수, 빈도

상음, 높은 소리

주관적으로
전자의

곧바로, 즉시

납득시키다.

39 관찰하다

상당히

외관
유전적으로

동일한

영양소
묘목

기관

능력
시작하다

나아가게 하다

배분하다
광범위한

~에 적응하다

별개의, 다른
바꾸다, 수식하다.

근원적인

신진대사의 
생화학적인

40 경제학자

실험의
실험 대상자, 주제

예측하다

실현되다
참가자

정확한

전망, 기대
영향을 미치다

예측하다

추론

41 거주하다

진화

주의를 기울이는
암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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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기울이다. 참석하다
서로 간에

싸움, 갈등

뛰어 들다
부풀리다

드러내다

항해하다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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