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0 회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mbarrassed 당황한 31 miraculous 기적적인

2 climb 등반(하다) 32 spiritual 영적인

3 take on (일 등을) 하다, 맡다 33 palace 궁전, 궁궐

4 acceptable 허용 가능한 34 seat (어떤 활동이 이뤄지는) 곳

5 skilled 숙련된 35 previous 이전의

6 light 가볍게, 짐을 가지지 않고 36 devote oneself to ~에 헌신하다

7 reduce 줄이다 37 monk 승려, 수도승

8 pack 배낭 38 treat 대접하다

9 rely on ~에 의존하다 39 customer 고객, 손님

10 assessment 평가 40 exotic 이국적인

11 abandon 포기하다 41 flavor 맛, 풍미, 조미료

12 attempt 시도 42 authentic 정통의, 진짜의

13 prevent 예방하다 43 staff 직원

14 trick 요령 44 relaxed 편안한

15 rescue 구조하다 45 dine 식사를 하다

16 drawbridge 도개교, 가동교 46 take out (포장해서) 가져가다

17 lookout 파수꾼 47 delivery 배달

18 folk 주민 48 charge 요금

19 alike 똑같은, 서로 같은 49 minimum 최소의

20 make way for ~에 길을 내주다 50 order 주문

21 one-way 일방통행의, 편도의 51 red deer 고라니

22 collapse 붕괴하다 52 cleanup 환경 정화, 대청소

23 volume 양, 용량 53 shoreline 강기슭

24 radioactive 방사능의 54 remove 치우다

25 uranium 우라늄 55 accumulate 쌓이다

26 occupy 차지하다 56 participate 참여하다

27 account for ~을 차지하다 57 rewarding 보람 있는

28 Dalai Lama
달라이 라마 (티베트의 라

마교 교주)
58 avenue ~가, 거리

29 Tibetan 티베트의 59 draw 추첨, 제비뽑기

30 search party 수색대 60 pre-register 사전 등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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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appropriate 적절한 91 as to ~에 관하여

62 footwear 신발 92 cliffhanger 클리프행어

63 accompany 동반하다 93 staple 주요한

64 certificate 인증서, 자격증 94 storytelling 이야기하기

65 nonjudgmental 편협한 판단을 하지 않는 95 theme 주제

66 loyal 충실한 96 framing 구성

67 companion 반려자, 동반자 97 device 장치

68 pet 애완동물 98 execution 처형

69 comfort 위안 99 devise 고안하다

70 hesitation 주저, 망설임 100 postpone 연기하다

71 shy away 피하다 101 Muslim 이슬람교도

72 alienate 소외시키다 102 immediately 즉시

73 give up 그만두다, 포기하다 103 forbid 금지하다

74 addiction 중독 104 founder 창시자

75 recovery 회복 105 declare 선언하다

76 compel 강요하다, ~하게 만들다 106 pork 돼지고기

77 share 공유하다, 함께 하다 107 unclean 불결한

78 rationalize 합리화하다 108 black market 암시장

79 defend 방어하다 109 conduct 행하다, 수행하다

80 commitment 헌신 110 dweller 거주자

81 respond to
~에 응답하다, ~에 대응하

다
111 cheat 속이다

82 fit 맞다, 들어맞다 112 excessive 과도한

83 tiny 조그마한, 아주 작은 113 interfere with ~을 방해하다

84 cub (곰, 야수의) 새끼 114 extra-curricula 정규 교과 이외의, 과외의

85 den 굴 115 academic 학과의, 학업의

86 stand on its own legs 제 발로 서다 116 be involved in ~에 참여하다

87 tumble 넘어지다, 뒹굴다 117 assignment 과제

88 except ~외에는 118 leisure 여가

89 audience 청중, 관객 119 whole 완전한

90 suspense 긴장감 120 school district 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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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adopt 채택하다 151 envision 상상하다, 마음속에 그리다

122 personnel (회사 등의) 전 직원, 인원 152 hook 낚싯바늘

123 devote ~ to ... …에 ~을 바치다 153 fork (나무 가지의) 갈래

124 commit oneself to ~에 전념하다 154 limb (나무) 가지

125 pebbly 조약돌이 덮인 155 product placement
PPL (상품을 영화 등에 사

용하는 간접 광고)

126 pebble 조약돌 156 insert 삽입하다

127 drag 힘들여 끌다 157 make deal with ~와 거래하다

128 out of reach 미치지 못하는 158 producer 프로듀서, 제작자

129 flutter 푸드덕거리다 159 feature 특별히 포함하다

130 precious 소중한 160 track 추적하다

131 puzzled 당황한 161 surf (인터넷을) 검색하다

132 lure away 유인해서 꾀어내다 162 strategy 방법, 전술

133 warn 경고하다 163 broadcasting 방송

134 play hide and seek 숨바꼭질하다 164 around the corner 임박한, 아주 가까운

135 seasonal 계절성의, 계절의 165 advertiser 광고업자

136 affective 정서의 166 ignore 무시하다

137 disorder 장애, 질병 167 focus on ~에 집중하다

138 depression 우울증 168 match (경쟁) 상대

139 lack 부족 169 fierce 사나운

140 relatively 비교적 170 dinosaur 공룡

141 shift (교대) 근무 171 footstep 발걸음

142 suffer from ~로 고통받다 172 thunder 천둥

143 lead to ~로 이어지다 173 shore 기슭, 바닷가

144 overcome 극복하다 174 juicy 수분이 많은

145 illuminate 조명하다 175 support 지탱하다

146 workplace 작업장, 일터 176 enemy 적

147 alert 정신을 바짝 차린 177 grab 붙잡다

148 run away from home 가출하다 178 contentedly 만족스럽게

149 dissuade 만류하다, 단념시키다 179 chew 씹다

150 through ~을 거쳐, ~을 지나 180 opponent 반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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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81 oppose 반대하다 211 coast 해안

182 clone 복제하다 212 it was not long before 머지않아 ~ 했다

183 majority 다수 213 investigate 살피다, 조사하다

184 stress 강조하다 214 sip 홀짝이다, 조금씩 마시다

185 inherently 선천적으로 215 munch 아삭아삭 먹다

186 sniff
냄새를 맡다, 코를 킁킁거

리다
216 thrash (팔 등을) 휘두르다

187 guide dog 안내견 217 uselessly 쓸데없이

188 note 주목하다 218 in an attempt to ~하기 위해

189 aid 돕다 219 chase away ~을 쫓아내다

190 in contrast 대조적으로 220 vain 헛된

191 morality 윤리, 도덕성 221 bathed in ~에 휩싸인, ~에 젖어

192 argue 주장하다 222 cliff 절벽

193 intended 계획된 223 steep 가파른

194 point out 지적하다 224 fear of heights 고소공포증

195 hate 혐오, 증오 225 drop 비탈

196 be into ~을 좋아하다 226 evaporate 사라지다, 증발하다

197 suspect 의심하다 227 backseat 뒷자리

198 stuck
~에 얽매이는, ~을 떨쳐버

리지 못하는
228 van 승합차, 밴

199 head 향하다 229 take turns 교대로 하다

200 middle age 중년 230 complaint 불평, 불만

201 considerably 상당히 231 buckle (벨트를) 매다, 잠그다

202 latest 최신의 것 232 seat belt 안전벨트

203 rebel 반항하다 233 figure out 알아내다

204 (It’s) No wonder (that) ~은 조금도 놀랍지 않다 234 work out (문제 등을) 해결하다

205 conflict 갈등 235 faith 믿음, 신념

206 vibration 진동 236 come up with 생각해 내다

207 literally 말 그대로

208 prefer 선호하다

209 be likely to ~할 것 같다

210 bar 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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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회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mbarrassed 31 miraculous

2 climb 32 spiritual

3 take on 33 palace

4 acceptable 34 seat

5 skilled 35 previous

6 light 36 devote oneself to

7 reduce 37 monk

8 pack 38 treat

9 rely on 39 customer

10 assessment 40 exotic

11 abandon 41 flavor

12 attempt 42 authentic

13 prevent 43 staff

14 trick 44 relaxed

15 rescue 45 dine

16 drawbridge 46 take out

17 lookout 47 delivery

18 folk 48 charge

19 alike 49 minimum

20 make way for 50 order

21 one-way 51 red deer

22 collapse 52 cleanup

23 volume 53 shoreline

24 radioactive 54 remove

25 uranium 55 accumulate

26 occupy 56 participate

27 account for 57 rewarding

28 Dalai Lama 58 avenue

29 Tibetan 59 draw

30 search party 60 pre-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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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appropriate 91 as to

62 footwear 92 cliffhanger

63 accompany 93 staple

64 certificate 94 storytelling

65 nonjudgmental 95 theme

66 loyal 96 framing

67 companion 97 device

68 pet 98 execution

69 comfort 99 devise

70 hesitation 100 postpone

71 shy away 101 Muslim

72 alienate 102 immediately

73 give up 103 forbid

74 addiction 104 founder

75 recovery 105 declare

76 compel 106 pork

77 share 107 unclean

78 rationalize 108 black market

79 defend 109 conduct

80 commitment 110 dweller

81 respond to 111 cheat

82 fit 112 excessive

83 tiny 113 interfere with

84 cub 114 extra-curricula

85 den 115 academic

86 stand on its own legs 116 be involved in

87 tumble 117 assignment

88 except 118 leisure

89 audience 119 whole

90 suspense 120 school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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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adopt 151 envision

122 personnel 152 hook

123 devote ~ to ... 153 fork

124 commit oneself to 154 limb

125 pebbly 155 product placement

126 pebble 156 insert

127 drag 157 make deal with

128 out of reach 158 producer

129 flutter 159 feature

130 precious 160 track

131 puzzled 161 surf

132 lure away 162 strategy

133 warn 163 broadcasting

134 play hide and seek 164 around the corner

135 seasonal 165 advertiser

136 affective 166 ignore

137 disorder 167 focus on

138 depression 168 match

139 lack 169 fierce

140 relatively 170 dinosaur

141 shift 171 footstep

142 suffer from 172 thunder

143 lead to 173 shore

144 overcome 174 juicy

145 illuminate 175 support

146 workplace 176 enemy

147 alert 177 grab

148 run away from home 178 contentedly

149 dissuade 179 chew

150 through 180 opponent

Reading Booster 독해모의고사 10+2



제 10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81 oppose 211 coast

182 clone 212 it was not long before

183 majority 213 investigate

184 stress 214 sip

185 inherently 215 munch

186 sniff 216 thrash

187 guide dog 217 uselessly

188 note 218 in an attempt to

189 aid 219 chase away

190 in contrast 220 vain

191 morality 221 bathed in

192 argue 222 cliff

193 intended 223 steep

194 point out 224 fear of heights

195 hate 225 drop

196 be into 226 evaporate

197 suspect 227 backseat

198 stuck 228 van

199 head 229 take turns

200 middle age 230 complaint

201 considerably 231 buckle

202 latest 232 seat belt

203 rebel 233 figure out

204 (It’s) No wonder (that) 234 work out

205 conflict 235 faith

206 vibration 236 come up with

207 literally

208 prefer

209 be likely to

210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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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회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udience 31 drop

2 clone 32 assessment

3 fear of heights 33 one-way

4 stress 34 lookout

5 except 35 uselessly

6 workplace 36 founder

7 stand on its own legs 37 den

8 hesitation 38 commitment

9 previous 39 companion

10 volume 40 come up with

11 abandon 41 defend

12 customer 42 illuminate

13 rescue 43 respond to

14 make deal with 44 suspense

15 rewarding 45 argue

16 dinosaur 46 advertiser

17 cub 47 dissuade

18 adopt 48 suspect

19 be into 49 buckle

20 red deer 50 fierce

21 commit oneself to 51 forbid

22 complaint 52 recovery

23 accompany 53 vibration

24 pre-register 54 take out

25 school district 55 miraculous

26 latest 56 head

27 account for 57 give up

28 pebbly 58 as to

29 chew 59 rationalize

30 be involved in 60 postp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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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회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청중, 관객 31 비탈

2 복제하다 32 평가

3 고소공포증 33 일방통행의, 편도의

4 강조하다 34 파수꾼

5 ~외에는 35 쓸데없이

6 작업장, 일터 36 창시자

7 제 발로 서다 37 굴

8 주저, 망설임 38 헌신

9 이전의 39 반려자, 동반자

10 양, 용량 40 생각해 내다

11 포기하다 41 방어하다

12 고객, 손님 42 조명하다

13 구조하다 43
~에 응답하다, ~에 대응하

다

14 ~와 거래하다 44 긴장감

15 보람 있는 45 주장하다

16 공룡 46 광고업자

17 (곰, 야수의) 새끼 47 만류하다, 단념시키다

18 채택하다 48 의심하다

19 ~을 좋아하다 49 (벨트를) 매다, 잠그다

20 고라니 50 사나운

21 ~에 전념하다 51 금지하다

22 불평, 불만 52 회복

23 동반하다 53 진동

24 사전 등록하다 54 (포장해서) 가져가다

25 학군 55 기적적인

26 최신의 것 56 향하다

27 ~을 차지하다 57 그만두다, 포기하다

28 조약돌이 덮인 58 ~에 관하여

29 씹다 59 합리화하다

30 ~에 참여하다 60 연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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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회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udience 31 drop

2 clone 32 assessment

3 fear of heights 33 one-way

4 stress 34 lookout

5 except 35 uselessly

6 작업장, 일터 36 창시자

7 제 발로 서다 37 굴

8 주저, 망설임 38 헌신

9 이전의 39 반려자, 동반자

10 양, 용량 40 생각해 내다

11 abandon 41 defend

12 customer 42 illuminate

13 rescue 43 respond to

14 make deal with 44 suspense

15 rewarding 45 argue

16 공룡 46 광고업자

17 (곰, 야수의) 새끼 47 만류하다, 단념시키다

18 채택하다 48 의심하다

19 ~을 좋아하다 49 (벨트를) 매다, 잠그다

20 고라니 50 사나운

21 commit oneself to 51 forbid

22 complaint 52 recovery

23 accompany 53 vibration

24 pre-register 54 take out

25 school district 55 miraculous

26 최신의 것 56 향하다

27 ~을 차지하다 57 그만두다, 포기하다

28 조약돌이 덮인 58 ~에 관하여

29 씹다 59 합리화하다

30 ~에 참여하다 60 연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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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회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udience 청중, 관객 31 drop 비탈

2 clone 복제하다 32 assessment 평가

3 fear of heights 고소공포증 33 one-way 일방통행의, 편도의

4 stress 강조하다 34 lookout 파수꾼

5 except ~외에는 35 uselessly 쓸데없이

6 workplace 작업장, 일터 36 founder 창시자

7 stand on its own legs 제 발로 서다 37 den 굴

8 hesitation 주저, 망설임 38 commitment 헌신

9 previous 이전의 39 companion 반려자, 동반자

10 volume 양, 용량 40 come up with 생각해 내다

11 abandon 포기하다 41 defend 방어하다

12 customer 고객, 손님 42 illuminate 조명하다

13 rescue 구조하다 43 respond to
~에 응답하다, ~에 대응하

다

14 make deal with ~와 거래하다 44 suspense 긴장감

15 rewarding 보람 있는 45 argue 주장하다

16 dinosaur 공룡 46 advertiser 광고업자

17 cub (곰, 야수의) 새끼 47 dissuade 만류하다, 단념시키다

18 adopt 채택하다 48 suspect 의심하다

19 be into ~을 좋아하다 49 buckle (벨트를) 매다, 잠그다

20 red deer 고라니 50 fierce 사나운

21 commit oneself to ~에 전념하다 51 forbid 금지하다

22 complaint 불평, 불만 52 recovery 회복

23 accompany 동반하다 53 vibration 진동

24 pre-register 사전 등록하다 54 take out (포장해서) 가져가다

25 school district 학군 55 miraculous 기적적인

26 latest 최신의 것 56 head 향하다

27 account for ~을 차지하다 57 give up 그만두다, 포기하다

28 pebbly 조약돌이 덮인 58 as to ~에 관하여

29 chew 씹다 59 rationalize 합리화하다

30 be involved in ~에 참여하다 60 postpone 연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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