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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delighted 기쁜, 즐거운

annual 연례의, 매년의

gifted 뛰어난, 천재적인

showcase 보여주다

grateful 감사한

look forward to N N을 학수 고대 하다

19 awake 잠에서 깨다

glance at ~ ~을 흘끗 보다

assure 안심시키다

rhythmic
리드미컬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scratchy 긁는

20 hang 달다, 매달다

argument 주장

involved 열중하는, 깊이 관련된

committed 몰입된

insight 통찰

passivity 수동성

21 by nature 본래부터

anthropologist 인류학자

bring back 소환하다

matter 물체, 물질

relative 상대적인

emphasize 강조하다

sort 분류하다

involve 포함하다, 관련시키다

classify 분류하다

eliminate 제거하다, 없애다

22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trustworthy 신뢰할 만한

extremely 매우, 극단적으로

ultimately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conclusion 결론

confident 확신하는

incredibly 믿을 수 없을 정도로

encounter 마주치다, 겪다

bet ~라고 생각하다, 내기하다

23 vegetarian 채식의, 채식주의자

mainstream 주류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

nutritionally 영양학적으로

adequate 적절한

prevention 예방, 방지

treatment 치료, 처리

concern 염려, 관심

right 권리 ; 옳은, 오른쪽의

statistics 통계

majority 대다수

confinement 감금 (상태)

protest 항의하다, 시위하다

vast 거대한

24 diversity 다양성

challenge 어려움, 도전

conflict 갈등

maintain 유지시키다

assume 단정하다, 가정하다

medical insurance 의료보험

sufficient 충분한

last 지속하다

finance 재정적인

disagreement 의견 충돌

think through 심사 숙고 하다

capability 능력

force 강요하다

navigate 항해하다, 운전하다

varied 다양한, 변화무쌍한

trial 시련, 시도

occasional 가끔의, 임시의

hang out ~에서 시간을 보내다

pose 부여하다

be packed with ~ ~으로 가득 차다

29 economic 경제의

dismiss 해고하다

unemployment 실업

picture 그려보다, 상상하다

apply 적용되다

earning 수입

leakage 누출, 누수

30 unique 특별한, 독특한

primate 영장류

extensive 광범위한

reciprocal 상호 호혜적인

decade 10년

game 사냥감

quantity 양, 수량

exceed 초과하다

immediate family 직계 가족

furthermore 게다가, 더욱이

consume 소비하다

variable 가변적인



고1 2021년 9월 한줄해석 0-0단계 - 단어연습.hwp

www.tonyparkenglish.com : 010-3472-3305  - 2 -

encourage 장려하다

leftover 나머지. 잔여물

generous 관대한

favor 호의, 친절

essence 본질. 정수

31 competitive advantage 비교 우위

consider ~라고 여기다, 고려하다

fixed-gear 고정식 기어의

minimal 최소한의

feature 특징

overall 전반적인

profitability 수익성

competitor 경쟁자

32 evolutionary 진화의

biologist 생물학자

establish 확립하다, 설립하다

conduct 수행하다

confusing 혼란스러운

term 종항, 용어, 관점

specific 구체적인, 특정한

33 audience 관객, 관중

advantage 이익, 이점

reflect on 반추하다. 되돌아 보다

individual 개개인의, 개별적인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34 conclusively 결론적으로

physics 물리학

pull together 모으다

concept 개념 

stick with 붙어 있다, 오래 남다.

35 refer to 나타내다, 언급하다

tendency 경향

subconscious 무의식적인

incomplete 끝내지 않은

psychologist 심리학자

complicated 복잡한

interrupt 방해하다, 가로막다

interruption 방해, 가로막음

36 reexamine 재점검하다

treat 대접하다

make sense 말이 되다, 이치에 맞다

in return 보답으로

monocultural 단일 문화

framework 틀, 체계

unintended 의도치 않은

frustrating 답답한, 좌절시키는

miscommunication 의사소통오류

37 pretend ~인 체 하다

survey 설문 조사하다

resident 주민

lawn 잔디밭.  잔디 있는 앞마당

participant 참가자

approve 승낙하다, 찬성하다

commitment 약속, 헌신

request 요구

astonishing 놀라운

initial 처음의, 초기의

willingness 기꺼이 함.

38 consistently 일관적으로

effective 효과적인

pain reliever 진통제

treat 치료하다, 다루다

correlation 상관관계

intake 섭취

alert 각성된, 깨어 있는

establish 확립하다, 설립하다

typically 일반적으로

alternes 각성 

performance 수행능력

replace 대체하다

improve 개선시키다

additionally 게다가, 더욱이

adequate 충분한, 적절한

make up for ~ ~을 보충하다, 보상하다

inadequate 불충분한, 부적절한

39 reward 보상하다

material 물질적인

recognize 인정하다

settle 성사시키다. 정착하다

interrupt 방해하다, 가로막다

positive 긍정적인

impact 영향

recognition 인정 

40 conduct 수행하다

experiment 실험

assign 할당하다, 부여하다

agreement 합의, 동의

disagreement 의견 불일치

additional 부가적인

noticeable 눈에 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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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al 드러내다, 나타나게 하다

thirst 갈망, 목마름

41 firm 회사

harsh 가혹한

brief 간단한, 간략한

complaint 불평, 불만

handle 다루다, 처리하다

cosmetic 화장품

product 제품, 생산품

manage to V 그럭저럭 ~ 해내다

opposite 반대의

management 경영진,  경영, 관리

moisten 적시다, 촉촉하게 하가

conclusion 결론

dissatisfied 만족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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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delighted

annual

gifted

showcase

grateful

look forward to N

19 awake

glance at ~

assure

rhythmic

scratchy

20 hang 

argument

involved

committed

insight

passivity

21 by nature

anthropologist

bring back

matter

relative

emphasize

sort

involve 

classify

eliminate

22 independently

trustworthy

extremely

ultimately

conclusion

confident

incredibly

encounter

bet

23 vegetarian

mainstream

approximately

nutritionally

adequate

prevention

treatment

concern

right

statistics

majority

confinement

protest

vast

24 diversity 

challenge

conflict

maintain

assume

medical insurance

sufficient

last

finance

disagreement

think through

capability

force

navigate

varied

trial

occasional

hang out

pose

be packed with ~

29 economic

dismiss

unemployment

picture

apply 

earning

leakage

30 unique

primate

extensive

reciprocal

decade

game

quantity

exceed

immediate family

furthermore

consume

variable

encou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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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over

generous

favor

essence

31 competitive advantage

consider 

fixed-gear

minimal

feature

overall

profitability

competitor

32 evolutionary

biologist

establish

conduct

confusing

term

specific

33 audience

advantage

reflect on

individual

trial and error

34 conclusively

physics

pull together

concept

stick with

35 refer to 

tendency

subconscious

incomplete

psychologist

complicated

interrupt

interruption

36 reexamine

treat 

make sense

in return

monocultural

framework

unintended

frustrating

miscommunication

37 pretend

survey

resident

lawn

participant

approve

commitment

request

astonishing

initial

willingness

38 consistently 

effective

pain reliever

treat

correlation

intake

alert

establish

typically

alternes

performance

replace

improve

additionally

adequate

make up for ~

inadequate

39 reward

material

recognize

settle

interrupt

positive

impact

recognition

40 conduct

experiment

assign

agreement

disagreement

additional 

noticeable

rev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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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st

41 firm

harsh

brief

complaint

handle

cosmetic

product

manage to V

opposite

management

moisten

conclusion

dis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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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쁜, 즐거운

연례의, 매년의

뛰어난, 천재적인

보여주다

감사한

N을 학수 고대 하다

19 잠에서 깨다

~을 흘끗 보다

안심시키다

리드미컬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긁는

20 달다, 매달다

주장

열중하는, 깊이 관련된

몰입된

통찰

수동성

21 본래부터

인류학자

소환하다

물체, 물질

상대적인

강조하다

분류하다

포함하다, 관련시키다

분류하다

제거하다, 없애다

22 독립적으로

신뢰할 만한

매우, 극단적으로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결론

확신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마주치다, 겪다

~라고 생각하다, 내기하다

23 채식의, 채식주의자

주류

대략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예방, 방지

치료, 처리

염려, 관심

권리 ; 옳은, 오른쪽의

통계

대다수

감금 (상태)

항의하다, 시위하다

거대한

24 다양성

어려움, 도전

갈등

유지시키다

단정하다, 가정하다

의료보험

충분한

지속하다

재정적인

의견 충돌

심사 숙고 하다

능력

강요하다

항해하다, 운전하다

다양한, 변화무쌍한

시련, 시도

가끔의, 임시의

~에서 시간을 보내다

부여하다

~으로 가득 차다

29 경제의

해고하다

실업

그려보다, 상상하다

적용되다

수입

누출, 누수

30 특별한, 독특한

영장류

광범위한

상호 호혜적인

10년

사냥감

양, 수량

초과하다

직계 가족

게다가, 더욱이

소비하다

가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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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하다

나머지. 잔여물

관대한

호의, 친절

본질. 정수

31 비교 우위

~라고 여기다, 고려하다

고정식 기어의

최소한의

특징

전반적인

수익성

경쟁자

32 진화의

생물학자

확립하다, 설립하다

수행하다

혼란스러운

종항, 용어, 관점

구체적인, 특정한

33 관객, 관중

이익, 이점

반추하다. 되돌아 보다

개개인의, 개별적인

시행착오

34 결론적으로

물리학

모으다

개념 

붙어 있다, 오래 남다.

35 나타내다, 언급하다

경향

무의식적인

끝내지 않은

심리학자

복잡한

방해하다, 가로막다

방해, 가로막음

36 재점검하다

대접하다

말이 되다, 이치에 맞다

보답으로

단일 문화

틀, 체계

의도치 않은

답답한, 좌절시키는

의사소통오류

37 ~인 체 하다

설문 조사하다

주민

잔디밭.  잔디 있는 앞마당

참가자

승낙하다, 찬성하다

약속, 헌신

요구

놀라운

처음의, 초기의

기꺼이 함.

38 일관적으로

효과적인

진통제

치료하다, 다루다

상관관계

섭취

각성된, 깨어 있는

확립하다, 설립하다

일반적으로

각성 

수행능력

대체하다

개선시키다

게다가, 더욱이

충분한, 적절한

~을 보충하다, 보상하다

불충분한, 부적절한

39 보상하다

물질적인

인정하다

성사시키다. 정착하다

방해하다, 가로막다

긍정적인

영향

인정 

40 수행하다

실험

할당하다, 부여하다

합의, 동의

의견 불일치

부가적인

눈에 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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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다, 나타나게 하다

갈망, 목마름

41 회사

가혹한

간단한, 간략한

불평, 불만

다루다, 처리하다

화장품

제품, 생산품

그럭저럭 ~ 해내다

반대의

경영진,  경영, 관리

적시다, 촉촉하게 하가

결론

만족하지 못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