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 회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oute 경로, 길 31 bring about 불러오다, 유발하다

2 limitation 한계 32 maximize 극대화하다

3 compensation 보수, 보상 33 intensity 강도, 세기

4 fall prey to ~의 희생물이 되다 34 reaction 반응

5 attitude 태도 35 actuality 실제

6 employer 고용주 36 source 출처, 정보원

7 pay 보수를 지급하다 37 the previous day 전날

8 stuck ~에 갇힌 38 consumption 소비

9 commitment 헌신 39 survey 조사

10 profession 직업 40 respondent 응답자

11 set in motion ~에 시동을 걸다 41 gap 차이, 간격

12 principle 원리 42 compared to ~와 비교하여

13 soul 사람, 영혼 43 surpass 앞지르다

14 in proportion to ~에 비례하여 44 prior to ~전에

15 willpower 의지력 45 rarely 거의 ~하지 않다

16 for the sake of ~을 위하여 46 treetop 나무 꼭대기

17 well-being 행복 47 snooze (잠깐) 잠을 자다

18 addiction 중독 48 creature 동물, 생물

19 claim 주장하다, 요구하다 49 in addition to ~외에도

20 safeguard 보호하다 50 feast on 마음껏 먹다

21 present 존재하는 51 scoop 퍼내다, 뜨다

22 respect 존중하다 52 pulp 과육

23 involuntarily 무의식적으로 53 juicy 즙이 많은

24 toxin 독소 54 bony 뼈만 앙상한, 뼈의

25 linger 오래 남다 55 distinct 독특한, 뚜렷한

26 emotional 감정의, 정서의 56 feature 특징

27 lottery 복권 57 survive 살아남다, 생존하다

28 routinely 통상적으로 58 sensitive 예민한

29 mispredict 예측하지 못하다 59 detect 발견하다

30 displeasure 불쾌감 60 prey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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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bushy 덥수룩한, 털이 많은 91 initially 처음에

62 outing 견학, 야유회, 나들이 92 plead (법정에서) 답변하다

63 ecomuseum 생태박물관 93 credibility 신용

64 house 수용하다, 거처를 제공하다 94 trustworthiness 신뢰성

65 habitat 서식지 95 phrase 관용구

66 otter 수달 96 bandwagon 악대차(車); 우세한 쪽

67 parking lot 주차장 97 profit 이익을 얻다

68 cover 부담하다, 보장하다 98 observation 관찰 결과, 관찰

69 entry 입장 99 crowd 군중

70 fee 요금 100 examine 검토하다

71 expense 비용 101 regardless of ~와 상관없이

72 sidewalk 인도, 보도 102 underlying 근본적인

73 avenue 거리, ~가 103 evidence 증거

74 district 지구, 지역 104 phenomenon 현상

75 giveaway 증정(품) 105 voter 유권자

76 display 전시, 진열 106 candidate 후보자

77 bouncy castle 바운시 캐슬 (놀이기구) 107 logic 논리

78 sculpture 조각풍으로 장식하다; 조각 108 lead to ~로 이어지다

79 encounter 만나다, 마주치다 109 deliberately 고의로

80 portray 연기하다, 묘사하다 110 argument 주장

81 genuine 진짜의, 진정한 111 oppose 반대하다

82 coverage 보도 112 in general 전반적으로

83 runaway 제어가 안 되는 113 hinder 방해하다

84 seemingly 보기엔, 외관상 114 interpret 해석하다

85 distraught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115 statement 진술

86 trap 가두다 116 ambiguity 다의성(多義性), 모호함

87 authorities 당국, 정부 당국 117 treatment 치료법

88 widespread 광범위한, 널리 퍼진 118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89 suspicion 의심, 혐의 119 glassworker 유리세공인

90 stage (일을) 벌이다 120 grind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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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tooth 치아 151 essential 필수적인, 본질적인

122 ivory (코끼리) 상아 152 incredible 엄청난, 믿을 수 없는

123 artificial 인공의 153 native 원주민

124 limb 수족 154 satisfy 충족시키다

125 joint 관절 155 pastureland 목초지

126 overcome 극복하다 156 cardboard 판지, 보드지

127 outer space 우주 157 remaining 남은

128 junk 쓰레기 158 destruction 파괴

129 human-made 인간이 만든 159 independent 독립적인

130 left-over 남은 것, 나머지 160 belong to ~에 속하다

131 launch 발사 161 loving 다정한

132 takeoff 이륙 162 lap
무릎(앉은 자세로 허리에서

무릎까지의 부분)

133 replace 교체하다 163 cuddle 바싹 달라붙다, 껴안다

134 particle 입자 164 break out 일어나다, 발생하다

135 shielding 차폐물 165 sharp 예민한, 빈틈없는

136 astronaut 우주비행사 166 instinct 본능

137 budget 예산 167 flee 달아나다, 도망하다

138 orbit 궤도 168 basically 기본적으로

139 recruit 모집하다 169 pimple 여드름

140 rush-hour 혼잡 시간 170 hormone 호르몬

141 compartment (지하철의) 칸, 객실 171 result in ~을 야기하다

142 crush
짓누르다, (작은 공간에) 밀

어 넣다
172 obviously 분명히

143 personal 개인의, 사적인 173 surface 표면

144 packed 꽉 찬, 빡빡하게 들어찬 174 oily 지성의

145 panel 패널(판) 175 pump out 퍼내다

146 floor 층, 바닥 176 cleanse 씻다, 세척하다

147 ceiling 천장 177 grocery 식료품

148 expressionless 무표정한, 표정이 없는 178 bottled water 병에 든 생수

149 clasp one’s hands 양손의 손가락을 깍지 끼다 179 grab 잡아채다

150 tropical forests 열대우림 180 fridge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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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81 manufacturer 제조업체 211 involve 수반하다

182 barrel 배럴(석유 120~159리터) 212 climber 등반가

183 in advance 미리 213 decision making 의사 결정

184 pay back 돌려주다 214 unthinkingly 생각 없이, 경솔히

185 agency 에이전시, 대리 업체 215 take on 떠맡다

186 across the nation 전국의 216 risk 위험

187 hire 고용하다 217 concern 우려, 걱정

188 secretly 비밀스럽게 218 negative 부정적인

189 evaluate 평가하다 219 cowardly 비겁한

190 undercover 위장 근무의 220 nut 문제, 어려운 문제

191 finding 조사 결과 221 crack 해결하다, 깨뜨리다

192 in the bargain 덤으로 222 resolve to ~하려고 결심하다

193 bear in mind 명심하다 223 better safe than sorry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조

심하는 것이 낫다

194 evaluation 평가 224 in practice 실제는

195 multiple 여럿의 225 perceive 인식하다

196 directions 지시 226 convince 납득시키다

197 paycheck 급료 227 well thought-out 면밀히 심사숙고한

198 so-called 소위, 이른바 228 alternate 교대하다, 번갈아 일어나다

199 no-name 무명의 229 specimen 표본

200 dull 단조로운 230 naturalist 박물학자, 동식물학자

201 theory 이론 231 gull 갈매기

202 packaging 포장 232 drift 떠가다, 표류하다

203 strategically 전략적으로 233 accompany 동반하다

204 manipulate 조종하다 234 companion 동료

205 justify 정당화하다 235 injure
다치게 하다, 상처를 입히

다

206 hint 암시하다 236 alternately 교대로

207 less likely to 덜 ~할 것 같은 237 intention 생각, 의도

208 be willing to do 기꺼이 ~하다 238 swarm 떼, 무리

209 attractive 매력적인 239 descend 내려오다

210 mountaineering 등산 240 obstruct 방해하다

Reading Booster 독해모의고사 10+2



제 8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241 utter 정말의, 완전한

242 attendant 따르는

243 wound 다치게 하다

244 grasp 붙잡다

245 push through ~을 뚫고 나아가다

246 inclined
~할 생각이 있는, 기분이

내킨

247 prevent 막다, 예방하다

248 circumstance 환경

249 imitate 모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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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회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oute 31 bring about

2 limitation 32 maximize

3 compensation 33 intensity

4 fall prey to 34 reaction

5 attitude 35 actuality

6 employer 36 source

7 pay 37 the previous day

8 stuck 38 consumption

9 commitment 39 survey

10 profession 40 respondent

11 set in motion 41 gap

12 principle 42 compared to

13 soul 43 surpass

14 in proportion to 44 prior to

15 willpower 45 rarely

16 for the sake of 46 treetop

17 well-being 47 snooze

18 addiction 48 creature

19 claim 49 in addition to

20 safeguard 50 feast on

21 present 51 scoop

22 respect 52 pulp

23 involuntarily 53 juicy

24 toxin 54 bony

25 linger 55 distinct

26 emotional 56 feature

27 lottery 57 survive

28 routinely 58 sensitive

29 mispredict 59 detect

30 displeasure 60 p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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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bushy 91 initially

62 outing 92 plead

63 ecomuseum 93 credibility

64 house 94 trustworthiness

65 habitat 95 phrase

66 otter 96 bandwagon

67 parking lot 97 profit

68 cover 98 observation

69 entry 99 crowd

70 fee 100 examine

71 expense 101 regardless of

72 sidewalk 102 underlying

73 avenue 103 evidence

74 district 104 phenomenon

75 giveaway 105 voter

76 display 106 candidate

77 bouncy castle 107 logic

78 sculpture 108 lead to

79 encounter 109 deliberately

80 portray 110 argument

81 genuine 111 oppose

82 coverage 112 in general

83 runaway 113 hinder

84 seemingly 114 interpret

85 distraught 115 statement

86 trap 116 ambiguity

87 authorities 117 treatment

88 widespread 118 historically

89 suspicion 119 glassworker

90 stage 120 gr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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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tooth 151 essential

122 ivory 152 incredible

123 artificial 153 native

124 limb 154 satisfy

125 joint 155 pastureland

126 overcome 156 cardboard

127 outer space 157 remaining

128 junk 158 destruction

129 human-made 159 independent

130 left-over 160 belong to

131 launch 161 loving

132 takeoff 162 lap

133 replace 163 cuddle

134 particle 164 break out

135 shielding 165 sharp

136 astronaut 166 instinct

137 budget 167 flee

138 orbit 168 basically

139 recruit 169 pimple

140 rush-hour 170 hormone

141 compartment 171 result in

142 crush 172 obviously

143 personal 173 surface

144 packed 174 oily

145 panel 175 pump out

146 floor 176 cleanse

147 ceiling 177 grocery

148 expressionless 178 bottled water

149 clasp one’s hands 179 grab

150 tropical forests 180 f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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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81 manufacturer 211 involve

182 barrel 212 climber

183 in advance 213 decision making

184 pay back 214 unthinkingly

185 agency 215 take on

186 across the nation 216 risk

187 hire 217 concern

188 secretly 218 negative

189 evaluate 219 cowardly

190 undercover 220 nut

191 finding 221 crack

192 in the bargain 222 resolve to

193 bear in mind 223 better safe than sorry

194 evaluation 224 in practice

195 multiple 225 perceive

196 directions 226 convince

197 paycheck 227 well thought-out

198 so-called 228 alternate

199 no-name 229 specimen

200 dull 230 naturalist

201 theory 231 gull

202 packaging 232 drift

203 strategically 233 accompany

204 manipulate 234 companion

205 justify 235 injure

206 hint 236 alternately

207 less likely to 237 intention

208 be willing to do 238 swarm

209 attractive 239 descend

210 mountaineering 240 obstr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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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241 utter

242 attendant

243 wound

244 grasp

245 push through

246 inclined

247 prevent

248 circumstance

249 imitate

Reading Booster 독해모의고사 10+2



제 8 회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tatement 31 stuck

2 attitude 32 secretly

3 essential 33 genuine

4 budget 34 fridge

5 takeoff 35 scoop

6 attractive 36 pay

7 launch 37 obstruct

8 strategically 38 manufacturer

9 agency 39 survive

10 display 40 attendant

11 packed 41 utter

12 remaining 42 risk

13 overcome 43 compared to

14 habitat 44 panel

15 decision making 45 so-called

16 push through 46 feast on

17 grind 47 ambiguity

18 human-made 48 sculpture

19 companion 49 fee

20 finding 50 compartment

21 expense 51 routinely

22 trap 52 bottled water

23 widespread 53 coverage

24 soul 54 crack

25 observation 55 phenomenon

26 authorities 56 suspicion

27 justify 57 artificial

28 source 58 recruit

29 principle 59 lap

30 lead to 60 w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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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회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진술 31 ~에 갇힌

2 태도 32 비밀스럽게

3 필수적인, 본질적인 33 진짜의, 진정한

4 예산 34 냉장고

5 이륙 35 퍼내다, 뜨다

6 매력적인 36 보수를 지급하다

7 발사 37 방해하다

8 전략적으로 38 제조업체

9 에이전시, 대리 업체 39 살아남다, 생존하다

10 전시, 진열 40 따르는

11 꽉 찬, 빡빡하게 들어찬 41 정말의, 완전한

12 남은 42 위험

13 극복하다 43 ~와 비교하여

14 서식지 44 패널(판)

15 의사 결정 45 소위, 이른바

16 ~을 뚫고 나아가다 46 마음껏 먹다

17 갈다 47 다의성(多義性), 모호함

18 인간이 만든 48 조각풍으로 장식하다; 조각

19 동료 49 요금

20 조사 결과 50 (지하철의) 칸, 객실

21 비용 51 통상적으로

22 가두다 52 병에 든 생수

23 광범위한, 널리 퍼진 53 보도

24 사람, 영혼 54 해결하다, 깨뜨리다

25 관찰 결과, 관찰 55 현상

26 당국, 정부 당국 56 의심, 혐의

27 정당화하다 57 인공의

28 출처, 정보원 58 모집하다

29 원리 59
무릎(앉은 자세로 허리에서

무릎까지의 부분)

30 ~로 이어지다 60 다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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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회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tatement 31 stuck

2 attitude 32 secretly

3 essential 33 genuine

4 budget 34 fridge

5 takeoff 35 scoop

6 매력적인 36 보수를 지급하다

7 발사 37 방해하다

8 전략적으로 38 제조업체

9 에이전시, 대리 업체 39 살아남다, 생존하다

10 전시, 진열 40 따르는

11 packed 41 utter

12 remaining 42 risk

13 overcome 43 compared to

14 habitat 44 panel

15 decision making 45 so-called

16 ~을 뚫고 나아가다 46 마음껏 먹다

17 갈다 47 다의성(多義性), 모호함

18 인간이 만든 48 조각풍으로 장식하다; 조각

19 동료 49 요금

20 조사 결과 50 (지하철의) 칸, 객실

21 expense 51 routinely

22 trap 52 bottled water

23 widespread 53 coverage

24 soul 54 crack

25 observation 55 phenomenon

26 당국, 정부 당국 56 의심, 혐의

27 정당화하다 57 인공의

28 출처, 정보원 58 모집하다

29 원리 59
무릎(앉은 자세로 허리에서

무릎까지의 부분)

30 ~로 이어지다 60 다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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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회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tatement 진술 31 stuck ~에 갇힌

2 attitude 태도 32 secretly 비밀스럽게

3 essential 필수적인, 본질적인 33 genuine 진짜의, 진정한

4 budget 예산 34 fridge 냉장고

5 takeoff 이륙 35 scoop 퍼내다, 뜨다

6 attractive 매력적인 36 pay 보수를 지급하다

7 launch 발사 37 obstruct 방해하다

8 strategically 전략적으로 38 manufacturer 제조업체

9 agency 에이전시, 대리 업체 39 survive 살아남다, 생존하다

10 display 전시, 진열 40 attendant 따르는

11 packed 꽉 찬, 빡빡하게 들어찬 41 utter 정말의, 완전한

12 remaining 남은 42 risk 위험

13 overcome 극복하다 43 compared to ~와 비교하여

14 habitat 서식지 44 panel 패널(판)

15 decision making 의사 결정 45 so-called 소위, 이른바

16 push through ~을 뚫고 나아가다 46 feast on 마음껏 먹다

17 grind 갈다 47 ambiguity 다의성(多義性), 모호함

18 human-made 인간이 만든 48 sculpture 조각풍으로 장식하다; 조각

19 companion 동료 49 fee 요금

20 finding 조사 결과 50 compartment (지하철의) 칸, 객실

21 expense 비용 51 routinely 통상적으로

22 trap 가두다 52 bottled water 병에 든 생수

23 widespread 광범위한, 널리 퍼진 53 coverage 보도

24 soul 사람, 영혼 54 crack 해결하다, 깨뜨리다

25 observation 관찰 결과, 관찰 55 phenomenon 현상

26 authorities 당국, 정부 당국 56 suspicion 의심, 혐의

27 justify 정당화하다 57 artificial 인공의

28 source 출처, 정보원 58 recruit 모집하다

29 principle 원리 59 lap
무릎(앉은 자세로 허리에서

무릎까지의 부분)

30 lead to ~로 이어지다 60 wound 다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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