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1 회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urst into 갑자기 ~하다 31 direct mail 광고용 우편물

2 issue 문제 32 billboard 옥외 광고판

3 multiply 배가시키다 33 giveaway 증정품

4 remedy 고치다 34 advertising agency 광고대행업자

5 gravitational force 중력 35 survey 조사하다

6 decades 수십 년 36 material 물질

7 work on
~에 공을 들이다, ~에 애를

쓰다
37 have little to do with ~와 거의 상관이 없다

8 well-rounded 다재다능한 38 capacity 능력

9 trap 함정 39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high

density polyethylene)

10 double down
(내기에) 두 배로 걸다, 밀

어붙이다
40 rigid 딱딱한, 단단한

11 astronomy 천문학 41 commodity 상품

12 star 항성 42 readily 손쉽게, 기꺼이

13 planet 행성 43 discard 버리다

14 extend 뻗다 44 relatively 상대적으로

15 outward 바깥쪽으로 45 quantity 양

16 limited 제한된 46 separate 분리하다

17 temperature 온도 47 breakthrough (과학 기술의) 획기적 발전

18 liquid 액체 48 distribution 분포

19 suitable 적절한 49 bachelor 학사

20 atmosphere 대기 50 degree 학위

21 millions 수백만; 다수 51 gender 성별, 성

22 advertiser 광고주 52 vary 달라지다

23 means 수단 53 academic year 학년도

24 media 미디어, 매체 54 share 비중, 몫

25 ad 광고 55 account for 차지하다

26 costly 비용이 많이 드는 56 in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27 vast 광대한 57 saint 천사, 성인

28 cost-effective 비용 효율이 높은 58 heir 계승자, 상속인

29 appeal
흥미를 끌다, 매력적이다,

호소하다
59 throne 왕위, 왕좌

30 homemaker 가정주부 60 persistent
끈기 있는, 불굴의, 지속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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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onvince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91 waste 배설물

62 besiege 포위하다 92 end up
결국 (어떤 처치에) 처하게

되다

63 favor 우세, 유리 93 droppings (동물의) 똥

64 momentum 기세 94 synthetic 합성한, 인조의

65 endure 견디다 95 man-made 인공의

66 torturous 고통스러운 96 innovate 혁신하다

67 trial 재판 97 adjust 조정하다

68 align ~와 제휴하게 하다 98 manufacturer 제조업체

69 convict A of B A에게 B의 판결을 내리다 99 substance 물질

70 heretic 이단자, 이교도 100 alternative 대안

71 martyr 순교자 101 ban 금지(하다)

72 overturn 뒤집다 102 even so 그렇다 하더라도

73 verdict 판결 103 initial 최초의

74 castle 성 104 agreement 협약

75 kite 연 105 restrict 제한하다

76 incredible 놀라운, 굉장한 106 complete 전면적인

77 creature 생물 107 carbon 탄소

78 coast 해안 108 giraffe 기린

79 aquarium 수족관 109 tongue 혀

80 hands-on
실제 체험하는, 직접 해 보

는
110 eyelid 눈꺼풀

81 sled 썰매(를 타다) 111 snail 달팽이

82 outdoor 야외의 112 hibernate 동면하다

83 pre-registration 사전 등록 113 weird 이상한

84 require 요구하다 114 nonsense
터무니없는 생각, 허튼 소

리

85 event 행사 115 ostrich 타조

86 subject to
~될 수 있는, ~당할 수 있

는
116 bury 묻다

87 cancellation 취소 117 scared 겁먹은

88 register 등록하다 118 pick at ~을 쪼다

89 garbage 쓰레기 119 dirt 흙

90 concept 개념 120 nest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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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dig 파다 151 phobia 공포증

122 look like ~처럼 보이다 152 involve 포함하다

123 when it comes to ~에 관해 말하자면 153 witness 목격하다

124 second only to ~에 버금가는 154 injury 상처

125 abusive 독설을 하는 155 exposure 노출

126 falsely 잘못, 틀리게 156 stimulus 자극

127 face ~와 대면하다 157 provoke 일으키다

128 shallow 피상적인 158 immediate 즉각적인

129 manipulate 조정하다 159 panicky 공황 상태의

130 self-destruct 자멸하다 160 breathe 호흡하다

131 house of cards 불안정한 계획 161 confront 직면하다

132 anywhere from ~ to ...
대략 ~에서 …까지의 범위

에서
162 minimal 최소의

133 afford ~할 여유가 있다 163 considerable 상당한

134 bounce off 튕겨 나오다 164 excessive 지나친

135 chore 일, 허드렛일 165 unreasonable 불합리한

136 complicated 복잡한 166 extremely 극도로

137 point out 지적하다 167 aggressive 난폭한

138 comfort 편안함, 안락함 168 lane 차로, 차선

139 distant 멀리 떨어진 169 weave
이리저리 빠져나가다, 짜

다, 엮다

140 of service 서비스를 제공하는 170 acceleration 가속

141 represent 표현하다 171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

142 convention 관례; 인습 172 wear and tear 마모

143 specify 명시하다 173 vehicle 차량

144 practice 관습, 관례 174 daydream 공상에 잠기다

145 hemisphere (지구의) 반구 175 exit ~에서 빠져나가다

146 occupy 차지하다 176 freeway 고속도로

147 evolve 차츰 발전하다, 진화하다 177 crowd up 밀어붙이다, 밀어올리다

148 sense of direction 방향감각 178 cave painting 동굴 벽화

149 residence 거주지 179 scratch 긁다

150 locate ~에 두다, 위치하다 180 depict 묘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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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81 exist 존재하다 211 rare and 매우, 몹시

182 rather 다소 212 on a first name basis (성은 빼고) 이름만 부르는

183 talk of the devil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213 equality 평등

184 turn up 나타나다 214 establish (관계를) 이루다, 수립하다

185 unexpectedly 뜻밖에, 갑자기 215 stir 논란, 동요

186 prey 사냥감, 먹이 216 accomplishment 재주, 업적

187 starve 굶주리다 217 convert 전환하다

188 spell (마법의) 주문 218 fraction 분수

189 coat 가죽 219 hoof 발굽

190 curve 곡선을 이루다 220 in response to ~에 응답하여

191 tusk 상아, 엄니 221 enter (연극) 등장하다

192 woolly 털이 뒤덮인 222 likewise 마찬가지로

193 mammoth 매머드 223 subtle 미묘한

194 prehistoric 선사시대의 224 involuntary 무의식적인

195 decoration 장식 225 posture 자세

196 tourism 관광, 관광 사업 226 lean 기대다, 기울이다

197 resource 자원 227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198 forested 숲으로 우거진 228 overrate 과대평가하다

199 lumber 목재, (나무) 재목 229 formation 대형

200 native 현지인, 토착민 230 as to ~에 관하여

201 escape 피하다 231 flap (날개를) 퍼덕이다

202 inhabitant 주민 232 uplift 양력, 위로 올리기

203 sculpture 조각 233 range 거리, 범위

204 weaving 직물 234 drag 항력, 가라앉는 힘

205 nickname 애칭, 별명 235 resistance 저항력

206 intimacy 친밀감 236 take advantage of ~을 이용하다

207 informality
격식을 차리지 않음, 비공

식
237 lifting power 양력, 뜨는 힘

208 reflect 반영하다 238 sensible 분별력이 있는

209 casual 격식을 차리지 않은 239 take turns -ing 번갈아가며 ~하다

210 coworker 동료 240 demanding 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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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241 honk
(기러기가) 울다, 경적을 울

리다

242 gunshot 총탄

243 land 착지하다

244 neck and neck 치열하게, 막상막하로

245 empower 권한을 주다

246 cooperative 협동의

247 yield to ~에 양보하다

248 oncoming 다가오는

249 shift 옮기다

250 position 제자리, 위치

251 prove ~이라고 판명되다

252 dive
(피하거나 잡으려) 급히 움

직이다

253 pin 꼼짝 못 하게 하다

254 not much more than 정확히, 바로

255 puppy 강아지

256 savior 구세주, 구조자

257 bark 짖다

258 attention 주의, 관심

259 assess 평가하다

260 deserted 인적이 끊긴

261 warehouse 창고

262 floor 바닥

263 make it 살아남다, 버텨 내다

264 numb 감각이 없는

265 tool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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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회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urst into 31 direct mail

2 issue 32 billboard

3 multiply 33 giveaway

4 remedy 34 advertising agency

5 gravitational force 35 survey

6 decades 36 material

7 work on 37 have little to do with

8 well-rounded 38 capacity

9 trap 39 HDPE

10 double down 40 rigid

11 astronomy 41 commodity

12 star 42 readily

13 planet 43 discard

14 extend 44 relatively

15 outward 45 quantity

16 limited 46 separate

17 temperature 47 breakthrough

18 liquid 48 distribution

19 suitable 49 bachelor

20 atmosphere 50 degree

21 millions 51 gender

22 advertiser 52 vary

23 means 53 academic year

24 media 54 share

25 ad 55 account for

26 costly 56 in contrast

27 vast 57 saint

28 cost-effective 58 heir

29 appeal 59 throne

30 homemaker 60 per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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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onvince 91 waste

62 besiege 92 end up

63 favor 93 droppings

64 momentum 94 synthetic

65 endure 95 man-made

66 torturous 96 innovate

67 trial 97 adjust

68 align 98 manufacturer

69 convict A of B 99 substance

70 heretic 100 alternative

71 martyr 101 ban

72 overturn 102 even so

73 verdict 103 initial

74 castle 104 agreement

75 kite 105 restrict

76 incredible 106 complete

77 creature 107 carbon

78 coast 108 giraffe

79 aquarium 109 tongue

80 hands-on 110 eyelid

81 sled 111 snail

82 outdoor 112 hibernate

83 pre-registration 113 weird

84 require 114 nonsense

85 event 115 ostrich

86 subject to 116 bury

87 cancellation 117 scared

88 register 118 pick at

89 garbage 119 dirt

90 concept 120 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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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dig 151 phobia

122 look like 152 involve

123 when it comes to 153 witness

124 second only to 154 injury

125 abusive 155 exposure

126 falsely 156 stimulus

127 face 157 provoke

128 shallow 158 immediate

129 manipulate 159 panicky

130 self-destruct 160 breathe

131 house of cards 161 confront

132 anywhere from ~ to ... 162 minimal

133 afford 163 considerable

134 bounce off 164 excessive

135 chore 165 unreasonable

136 complicated 166 extremely

137 point out 167 aggressive

138 comfort 168 lane

139 distant 169 weave

140 of service 170 acceleration

141 represent 171 high blood pressure

142 convention 172 wear and tear

143 specify 173 vehicle

144 practice 174 daydream

145 hemisphere 175 exit

146 occupy 176 freeway

147 evolve 177 crowd up

148 sense of direction 178 cave painting

149 residence 179 scratch

150 locate 180 dep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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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81 exist 211 rare and

182 rather 212 on a first name basis

183 talk of the devil 213 equality

184 turn up 214 establish

185 unexpectedly 215 stir

186 prey 216 accomplishment

187 starve 217 convert

188 spell 218 fraction

189 coat 219 hoof

190 curve 220 in response to

191 tusk 221 enter

192 woolly 222 likewise

193 mammoth 223 subtle

194 prehistoric 224 involuntary

195 decoration 225 posture

196 tourism 226 lean

197 resource 227 unconsciously

198 forested 228 overrate

199 lumber 229 formation

200 native 230 as to

201 escape 231 flap

202 inhabitant 232 uplift

203 sculpture 233 range

204 weaving 234 drag

205 nickname 235 resistance

206 intimacy 236 take advantage of

207 informality 237 lifting power

208 reflect 238 sensible

209 casual 239 take turns -ing

210 coworker 240 demanding

Reading Booster 독해모의고사 10+2



제 11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241 honk

242 gunshot

243 land

244 neck and neck

245 empower

246 cooperative

247 yield to

248 oncoming

249 shift

250 position

251 prove

252 dive

253 pin

254 not much more than

255 puppy

256 savior

257 bark

258 attention

259 assess

260 deserted

261 warehouse

262 floor

263 make it

264 numb

265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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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회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mmodity 31 take turns -ing

2 multiply 32 favor

3 degree 33 readily

4 locate 34 gender

5 panicky 35 trial

6 bark 36 overturn

7 issue 37 droppings

8 stir 38 shallow

9 gravitational force 39 coat

10 adjust 40 native

11 double down 41 not much more than

12 nonsense 42 discard

13 synthetic 43 posture

14 accomplishment 44 mammoth

15 relatively 45 formation

16 media 46 abusive

17 drag 47 informality

18 in response to 48 comfort

19 involuntary 49 chore

20 means 50 spell

21 attention 51 remedy

22 material 52 deserted

23 afford 53 house of cards

24 hibernate 54 concept

25 manipulate 55 turn up

26 HDPE 56 shift

27 pin 57 bachelor

28 kite 58 well-rounded

29 establish 59 inhabitant

30 eyelid 60 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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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회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상품 31 번갈아가며 ~하다

2 배가시키다 32 우세, 유리

3 학위 33 손쉽게, 기꺼이

4 ~에 두다, 위치하다 34 성별, 성

5 공황 상태의 35 재판

6 짖다 36 뒤집다

7 문제 37 (동물의) 똥

8 논란, 동요 38 피상적인

9 중력 39 가죽

10 조정하다 40 현지인, 토착민

11
(내기에) 두 배로 걸다, 밀

어붙이다
41 정확히, 바로

12
터무니없는 생각, 허튼 소

리
42 버리다

13 합성한, 인조의 43 자세

14 재주, 업적 44 매머드

15 상대적으로 45 대형

16 미디어, 매체 46 독설을 하는

17 항력, 가라앉는 힘 47
격식을 차리지 않음, 비공

식

18 ~에 응답하여 48 편안함, 안락함

19 무의식적인 49 일, 허드렛일

20 수단 50 (마법의) 주문

21 주의, 관심 51 고치다

22 물질 52 인적이 끊긴

23 ~할 여유가 있다 53 불안정한 계획

24 동면하다 54 개념

25 조정하다 55 나타나다

26
고밀도 폴리에틸렌(= high

density polyethylene)
56 옮기다

27 꼼짝 못 하게 하다 57 학사

28 연 58 다재다능한

29 (관계를) 이루다, 수립하다 59 주민

30 눈꺼풀 60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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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회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mmodity 31 take turns -ing

2 multiply 32 favor

3 degree 33 readily

4 locate 34 gender

5 panicky 35 trial

6 짖다 36 뒤집다

7 문제 37 (동물의) 똥

8 논란, 동요 38 피상적인

9 중력 39 가죽

10 조정하다 40 현지인, 토착민

11 double down 41 not much more than

12 nonsense 42 discard

13 synthetic 43 posture

14 accomplishment 44 mammoth

15 relatively 45 formation

16 미디어, 매체 46 독설을 하는

17 항력, 가라앉는 힘 47
격식을 차리지 않음, 비공

식

18 ~에 응답하여 48 편안함, 안락함

19 무의식적인 49 일, 허드렛일

20 수단 50 (마법의) 주문

21 attention 51 remedy

22 material 52 deserted

23 afford 53 house of cards

24 hibernate 54 concept

25 manipulate 55 turn up

26
고밀도 폴리에틸렌(= high

density polyethylene)
56 옮기다

27 꼼짝 못 하게 하다 57 학사

28 연 58 다재다능한

29 (관계를) 이루다, 수립하다 59 주민

30 눈꺼풀 60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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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회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mmodity 상품 31 take turns -ing 번갈아가며 ~하다

2 multiply 배가시키다 32 favor 우세, 유리

3 degree 학위 33 readily 손쉽게, 기꺼이

4 locate ~에 두다, 위치하다 34 gender 성별, 성

5 panicky 공황 상태의 35 trial 재판

6 bark 짖다 36 overturn 뒤집다

7 issue 문제 37 droppings (동물의) 똥

8 stir 논란, 동요 38 shallow 피상적인

9 gravitational force 중력 39 coat 가죽

10 adjust 조정하다 40 native 현지인, 토착민

11 double down
(내기에) 두 배로 걸다, 밀

어붙이다
41 not much more than 정확히, 바로

12 nonsense
터무니없는 생각, 허튼 소

리
42 discard 버리다

13 synthetic 합성한, 인조의 43 posture 자세

14 accomplishment 재주, 업적 44 mammoth 매머드

15 relatively 상대적으로 45 formation 대형

16 media 미디어, 매체 46 abusive 독설을 하는

17 drag 항력, 가라앉는 힘 47 informality
격식을 차리지 않음, 비공

식

18 in response to ~에 응답하여 48 comfort 편안함, 안락함

19 involuntary 무의식적인 49 chore 일, 허드렛일

20 means 수단 50 spell (마법의) 주문

21 attention 주의, 관심 51 remedy 고치다

22 material 물질 52 deserted 인적이 끊긴

23 afford ~할 여유가 있다 53 house of cards 불안정한 계획

24 hibernate 동면하다 54 concept 개념

25 manipulate 조정하다 55 turn up 나타나다

26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high

density polyethylene)
56 shift 옮기다

27 pin 꼼짝 못 하게 하다 57 bachelor 학사

28 kite 연 58 well-rounded 다재다능한

29 establish (관계를) 이루다, 수립하다 59 inhabitant 주민

30 eyelid 눈꺼풀 60 trap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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