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 회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 row of 일렬의 31 engaged ~하느라 열심인

2 steady 꾸준한, 한결같은 32 watch one’s language 말을 조심하다

3 corresponding 상응하는 33 analyze 분석하다

4 respectively 각각 34 come across 우연히 발견하다

5 supervisor 관리자 35 approving 찬성하는

6 tempt 유혹하다 36 shower 아낌없이 주다

7 sew 바느질하다 37 approval 인정, 찬성

8
be selected for the
starting line-up

주전으로 선발되다 38 fallacy 오류

9 sophomore 2학년 39 conclusion 결론

10 qualify 자격을 얻다 40 wishful thinking 희망사항

11 kick off
(경기를) 공식적으로 시작

하다
41 premise 전제

12 attraction 놀이기구, 관광명소 42 peculiar 이상한, 독특한

13 exclusive 배타적인, 독점적인 43 taste 입맛, 취향

14 culinary 요리의 44 mediocre 썩 좋지는 않은

15 general assembly 총회 45 associated with ~와 관련되어 있는

16 platform 강단, 연단 46 obvious 분명한, 명백한

17 expert 전문가 47 interpret 해석하다

18 collaborative 협력적인, 공동연구의 48 explicit 명백한

19 sea-level 해수면 49 vague 막연한

20 via ~을 경유하여, 통하여 50 exert 발휘하다

21 hand in 제출하다 51 paradigm (인식의) 틀

22 questionnaire 설문지 52 extensive 광범위한, 넓은

23 on site 현장에서 53 underlie ~의 기초가 되다

24 enter into 시작하다 54 perception 인지, 인식

25 determine 결정하다 55 rake 갈퀴, 써레

26 align 일렬로 세우다 56 adept 능숙한

27 problematic 문제의 57 keep track of ~을 파악하다

28 live out 실행하다 58 replicate 되풀이하다, 복제하다

29
be easier said than
done

말은 쉽지만 행하기는 더

어렵다
59 history 역사, 과거의 일

30 spontaneously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60 break out 발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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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stock 주식 91 mess 엉망(진창)인 상태

62 get to ~에 도착하다 92 accumulate 쌓이다

63 hysteria 히스테리 93 put away 넣다, 치우다

64 vicious 나쁜 94 sweep away ~을 완전히 없애다

65 lay off 해고하다 95 costly 값비싼

66 unemployment 실업 96 staging 상연

67 real estate 부동산 97 ceramics 도예

68 in debt 빚을 진 98 equipment 장비

69 vanish 사라지다 99 perceptual 지각적인

70 root 뿌리, 근거 100 vitally 극도로, 지극히

71 complicated 복잡한 101 restore 복구하다

72 exceed ~을 넘다, 능가하다 102 terminate 종료하다

73 maxim 격언 103 reinstate 회복하다

74 exploit 이용하다 104 obstacle 방해물

75 artery 동맥 105 connotation 내포, 함축

76 in part 부분적으로는 106 regardless of ~에 관계없이

77 induce 유도하다, 초래하다 107 retirement 은퇴

78 metabolism 신진대사 108 demanding 힘든

79 conventional 전통적인, 관습적인 109 envision 상상하다

80 contribute to 기여하다 110 annoyance 성가심

81 persistent 끈기 있는 111 stagnant 정체된

82 entrepreneur 기업가 112 solid 탄탄한, 고체의

83 trait 특성 113 display 전시하다, 보이다

84 risk taking 위험 감수 114 organize 정리하다, 체계화하다

85 bankrupt 파산한 115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86 persistence 인내, 끈기 116 ensure 확실하게 하다

87 perseverance 인내, 성실함 117 misinterpret 잘못 해석하다

88 tidy 정돈하다 118 in turn 결국

89 synonymously 같은 뜻으로 119 hamper 방해하다

90 responsibility 책임 120 seek 찾다, 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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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resistance 저항

122 disturbing 불안하게 하는

123 intensify 심화시키다

124 revolve 회전하다

125 sabotage 고의로 파괴하다

126
if worse comes to
worst

최악의 경우에는

127 helplessness 무력함

128 nasty 불쾌한

129 malicious 악의 있는

130 wallow in ~의 속에서 뒹굴다

131 ingrained 깊이 밴

132 go astray 길을 잃다

133 deep-rooted 뿌리 깊은

134 spot 발견하다

135 nurture 키우다

136 energetic 활동적인

137 militant 전투적인

138 allegiance 충성

139 arrogant 오만한, 건방진

140 proceed 나아가다, 계속하다

141 prime 주된, 주요한

142 flatter 아첨하다

143 cover story 표지 기사

144 assign 할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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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회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 row of 31 engaged

2 steady 32 watch one’s language

3 corresponding 33 analyze

4 respectively 34 come across

5 supervisor 35 approving

6 tempt 36 shower

7 sew 37 approval

8
be selected for the
starting line-up

38 fallacy

9 sophomore 39 conclusion

10 qualify 40 wishful thinking

11 kick off 41 premise

12 attraction 42 peculiar

13 exclusive 43 taste

14 culinary 44 mediocre

15 general assembly 45 associated with

16 platform 46 obvious

17 expert 47 interpret

18 collaborative 48 explicit

19 sea-level 49 vague

20 via 50 exert

21 hand in 51 paradigm

22 questionnaire 52 extensive

23 on site 53 underlie

24 enter into 54 perception

25 determine 55 rake

26 align 56 adept

27 problematic 57 keep track of

28 live out 58 replicate

29
be easier said than
done

59 history

30 spontaneously 60 break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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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stock 91 mess

62 get to 92 accumulate

63 hysteria 93 put away

64 vicious 94 sweep away

65 lay off 95 costly

66 unemployment 96 staging

67 real estate 97 ceramics

68 in debt 98 equipment

69 vanish 99 perceptual

70 root 100 vitally

71 complicated 101 restore

72 exceed 102 terminate

73 maxim 103 reinstate

74 exploit 104 obstacle

75 artery 105 connotation

76 in part 106 regardless of

77 induce 107 retirement

78 metabolism 108 demanding

79 conventional 109 envision

80 contribute to 110 annoyance

81 persistent 111 stagnant

82 entrepreneur 112 solid

83 trait 113 display

84 risk taking 114 organize

85 bankrupt 115 accordingly

86 persistence 116 ensure

87 perseverance 117 misinterpret

88 tidy 118 in turn

89 synonymously 119 hamper

90 responsibility 120 seek

Reading Booster 독해모의고사 10+2



제 9 회

English Korean English

121 resistance

122 disturbing

123 intensify

124 revolve

125 sabotage

126
if worse comes to
worst

127 helplessness

128 nasty

129 malicious

130 wallow in

131 ingrained

132 go astray

133 deep-rooted

134 spot

135 nurture

136 energetic

137 militant

138 allegiance

139 arrogant

140 proceed

141 prime

142 flatter

143 cover story

144 as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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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회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ishful thinking 31 stock

2 staging 32 sweep away

3 respectively 33 revolve

4 break out 34 vague

5 resistance 35 seek

6 keep track of 36 in debt

7 premise 37 tempt

8 sew 38 disturbing

9 in turn 39 on site

10 malicious 40 solid

11 flatter 41 arrogant

12 peculiar 42 tidy

13 conclusion 43 conventional

14 problematic 44 determine

15 display 45 expert

16 intensify 46 hamper

17 shower 47 put away

18 hand in 48 root

19 ingrained 49 misinterpret

20 lay off 50 sophomore

21 exceed 51 deep-rooted

22 interpret 52 reinstate

23 proceed 53 go astray

24 responsibility 54 nurture

25 mess 55 equipment

26 history 56 approving

27 perceptual 57 assign

28 exploit 58 restore

29 spontaneously 59 corresponding

30 bankrupt 60 synonymously

Reading Booster 독해모의고사 10+2



제 9 회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희망사항 31 주식

2 상연 32 ~을 완전히 없애다

3 각각 33 회전하다

4 발생하다 34 막연한

5 저항 35 찾다, 구하다

6 ~을 파악하다 36 빚을 진

7 전제 37 유혹하다

8 바느질하다 38 불안하게 하는

9 결국 39 현장에서

10 악의 있는 40 탄탄한, 고체의

11 아첨하다 41 오만한, 건방진

12 이상한, 독특한 42 정돈하다

13 결론 43 전통적인, 관습적인

14 문제의 44 결정하다

15 전시하다, 보이다 45 전문가

16 심화시키다 46 방해하다

17 아낌없이 주다 47 넣다, 치우다

18 제출하다 48 뿌리, 근거

19 깊이 밴 49 잘못 해석하다

20 해고하다 50 2학년

21 ~을 넘다, 능가하다 51 뿌리 깊은

22 해석하다 52 회복하다

23 나아가다, 계속하다 53 길을 잃다

24 책임 54 키우다

25 엉망(진창)인 상태 55 장비

26 역사, 과거의 일 56 찬성하는

27 지각적인 57 할당하다

28 이용하다 58 복구하다

29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59 상응하는

30 파산한 60 같은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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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회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ishful thinking 31 stock

2 staging 32 sweep away

3 respectively 33 revolve

4 break out 34 vague

5 resistance 35 seek

6 ~을 파악하다 36 빚을 진

7 전제 37 유혹하다

8 바느질하다 38 불안하게 하는

9 결국 39 현장에서

10 악의 있는 40 탄탄한, 고체의

11 flatter 41 arrogant

12 peculiar 42 tidy

13 conclusion 43 conventional

14 problematic 44 determine

15 display 45 expert

16 심화시키다 46 방해하다

17 아낌없이 주다 47 넣다, 치우다

18 제출하다 48 뿌리, 근거

19 깊이 밴 49 잘못 해석하다

20 해고하다 50 2학년

21 exceed 51 deep-rooted

22 interpret 52 reinstate

23 proceed 53 go astray

24 responsibility 54 nurture

25 mess 55 equipment

26 역사, 과거의 일 56 찬성하는

27 지각적인 57 할당하다

28 이용하다 58 복구하다

29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59 상응하는

30 파산한 60 같은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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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회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ishful thinking 희망사항 31 stock 주식

2 staging 상연 32 sweep away ~을 완전히 없애다

3 respectively 각각 33 revolve 회전하다

4 break out 발생하다 34 vague 막연한

5 resistance 저항 35 seek 찾다, 구하다

6 keep track of ~을 파악하다 36 in debt 빚을 진

7 premise 전제 37 tempt 유혹하다

8 sew 바느질하다 38 disturbing 불안하게 하는

9 in turn 결국 39 on site 현장에서

10 malicious 악의 있는 40 solid 탄탄한, 고체의

11 flatter 아첨하다 41 arrogant 오만한, 건방진

12 peculiar 이상한, 독특한 42 tidy 정돈하다

13 conclusion 결론 43 conventional 전통적인, 관습적인

14 problematic 문제의 44 determine 결정하다

15 display 전시하다, 보이다 45 expert 전문가

16 intensify 심화시키다 46 hamper 방해하다

17 shower 아낌없이 주다 47 put away 넣다, 치우다

18 hand in 제출하다 48 root 뿌리, 근거

19 ingrained 깊이 밴 49 misinterpret 잘못 해석하다

20 lay off 해고하다 50 sophomore 2학년

21 exceed ~을 넘다, 능가하다 51 deep-rooted 뿌리 깊은

22 interpret 해석하다 52 reinstate 회복하다

23 proceed 나아가다, 계속하다 53 go astray 길을 잃다

24 responsibility 책임 54 nurture 키우다

25 mess 엉망(진창)인 상태 55 equipment 장비

26 history 역사, 과거의 일 56 approving 찬성하는

27 perceptual 지각적인 57 assign 할당하다

28 exploit 이용하다 58 restore 복구하다

29 spontaneously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59 corresponding 상응하는

30 bankrupt 파산한 60 synonymously 같은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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