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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01     

1 (수량이) 많음

2 사용[이용](하다)

3 노력하다, ~해 보다, 시도

4 시작하다, 출발하다, 시작, 출발

5 전화하다, 부르다, 통화, 부름

6 재미(있는), 장난

7 얻다, 이르다, 되다

8 ~하게 하다[허락하다]

9 데려[가져]가다, 필요로 하다, 받다

10 만들다, ~하게 하다

11 가지고 있다, 먹다, ~하게 하다

12 잘, 건강한, 우물

13 열심히, 단단한, 어려운

14 확신하는, 물론

15 옳은, 오른쪽(의), 바로, 권리

16 movie

17 problem

18 person

19 earth

20 job

21 life

22 country

23 way

24 story

25 hand

26 hand

27 future

28 kind

29 important

30 different

누적 테스트 DAY 01   

1일째에는 누적 테스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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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02   

1 분, 잠깐[순간]

2 연습(하다), 실행(하다), 관행

3 돌(리)다, 바뀌다[바꾸다], 차례, 회전

4 부분, 부품, 역할, 헤어지다

5 식물, 공장, 심다

6 찾아내다[발견하다]

7 유지하다, 계속하다, 보존하다

8 어떤 (것), 아무(것)

9 같은 (것[사람])

10 지난, 마지막의, 계속되다

11 의미하다, 의도하다, 못된

12 다른 (것[사람])

13 또 하나의 (것[사람]), 다른 (것[사람])

14 ~도

15 너무, ~도

16 piece

17 language

18 trip

19 science

20 example

21 letter

22 fire

23 name

24 need

25 plan

26 learn

27 become

28 each

29 live

30 really

누적 테스트 DAY 02   

1 (수량이) 많음

2 일, 일자리

3 삶[인생/생활], 생명

4 방법[방식], 길

5 지구, 땅

6 이야기, 층

7 사람

8 문제

9 나라, 시골

10 영화(관)

11 사용[이용](하다)

12 손, 건네주다

13 노력하다, ~해 보다, 시도

14 전화하다, 부르다, 통화, 부름

15 장소, 두다[놓다]

16 시작하다, 출발하다, 시작, 출발

17 재미(있는), 장난

18 종류, 친절한

19 미래(의), 장래

20 ~하게 하다[허락하다]

21 얻다, 이르다, 되다

22 데려[가져]가다, 필요로 하다, 받다

23 만들다, ~하게 하다

24 가지고 있다, 먹다, ~하게 하다

25 중요한

26 다른

27 잘, 건강한, 우물

28 열심히, 단단한, 어려운

29 확신하는, 물론

30 옳은, 오른쪽(의), 바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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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03   

1 측[쪽], 측면, 옆

2 마음, 언짢아하다

3 얼굴, 직면하다

4 걱정시키다[걱정하다], 걱정(거리)

5 바꾸다, 변화(하다), 거스름돈

6 빛, 불(을 붙이다), 밝은, 가벼운

7 한가운데(의)

8 가장 좋아하는 (것[사람])

9 선물, 현재(의), 출석한

10 자신의 (것), 소유하다

11 따뜻한, 따뜻하게 하다

12 깨끗한, 청소하다

13 재미있는

14 빨리, 단단히, 빠른

15 단지[오직], 유일한

16 art

17 weekend

18 culture

19 restaurant

20 street

21 activity

22 space

23 information

24 watch

25 work

26 enjoy

27 understand

28 win

29 special

30 famous

누적 테스트 DAY 03   

1 편지, 글자

2 분, 잠깐[순간]

3 언어

4 나라, 시골

5 (한) 부분[조각], 한 개[하나]

6 예, 모범

7 종류, 친절한

8 노력하다, ~해 보다, 시도

9 계획(하다)

10 부분, 부품, 역할, 헤어지다

11 이름, 이름을 붙이다

12 필요(하다), 욕구

13 장소, 두다[놓다]

14 식물, 공장, 심다

15 연습(하다), 실행(하다), 관행

16 얻다, 이르다, 되다

17 찾아내다[발견하다]

18 유지하다, 계속하다, 보존하다

19 만들다, ~하게 하다

20 ~이 되다[~(해)지다]

21 지난, 마지막의, 계속되다

22 의미하다, 의도하다, 못된

23 어떤 (것), 아무(것)

24 각각(의)

25 옳은, 오른쪽(의), 바로, 권리

26 다른 (것[사람])

27 또 하나의 (것[사람]), 다른 (것[사람])

28 정말[진짜]

29 ~도

30 너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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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04

1 국가, (미국의) 주, 상태

2 날다, 파리

3 방문(하다)

4 땅[육지], 착륙하다

5 (요)점, 점수, 가리키다

6 가게, 비축[저장]하다

7 소리, ~처럼 들리다, 건전한[건강한]

8 떨어지다, 넘어지다, 가을, 떨어짐, 폭포

9 구하다, 저축[절약]하다

10 자라다, 기르다, ~해지다

11 참가[참여]하다

12 그러한, 그렇게[너무나]

13 가난한, 불쌍한, 잘 못하는

14 제발, 기쁘게 하다

15 막, 꼭, 단지

16 island

17 clothes

18 forest

19 dialog(ue)

20 poem

21 history

22 newspaper

23 habit

24 vacation

25 village

26 nature

27 believe

28 begin

29 easy

30 always

누적 테스트 DAY 04

1 측[쪽], 측면, 옆

2 여행

3 주말

4 영화(관)

5 공간, 우주

6 거리[도로]

7 활동

8 레스토랑[식당]

9 정보

10 전화하다, 부르다, 통화, 부름

11 얼굴, 직면하다

12 일(하다), 공부(하다), 작동[작용]하다

13 마음, 언짢아하다

14 지켜보다, 시계

15 바꾸다, 변화(하다), 거스름돈

16 빛, 불(을 붙이다), 밝은, 가벼운

17 선물, 현재(의), 출석한

18 가장 좋아하는 (것[사람])

19 이기다, 따다[얻다]

20 즐기다

21 배우다, 알게 되다

22 자신의 (것), 소유하다

23 살다, 살아 있는

24 지난, 마지막의, 계속되다

25 의미하다, 의도하다, 못된

26 깨끗한, 청소하다

27 특별[특수]한, 전문의

28 재미있는

29 단지[오직], 유일한

30 빨리, 단단히,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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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05

1 지역, 분야, 면적

2 성적, 등급, 학년

3 머무르다, 그대로 있다, 머무름

4 깨뜨리다, 고장 내다, 어기다, 휴식

5 선, 줄(을 서다)

6 봄, 용수철, 샘, 튀다

7 운동(하다), 연습(하다)

8 추운, 차가운, 감기, 추위

9 앞(쪽)(의)

10 제2의, 초, 잠깐

11 입고[신고/쓰고] 있다

12 움직이다, 이사하다, 감동시키다

13 떠나다, 내버려두다, 남기다

14 일어나다, 우연히 ~하다

15 초기의, 이른, 일찍

16 leaf

17 bottle

18 war

19 machine

20 vegetable

21 soldier

22 advertisement[ad]

23 rock

24 cook

25 send

26 remember

27 amazing

28 large

29 sometimes

30 often

누적 테스트 DAY 05

1 휴가[방학]

2 미술, 예술, 기술

3 국가, (미국의) 주, 상태

4 습관

5 섬

6 군인[병사]

7 문화

8 역사

9 과학

10 정보

11 대화

12 한가운데(의)

13 날다, 파리

14 땅[육지], 착륙하다

15 돌(리)다, 바뀌다[바꾸다], 차례, 회전

16 (요)점, 점수, 가리키다

17 가게, 비축[저장]하다

18 소리, ~처럼 들리다, 건전한[건강한]

19 구하다, 저축[절약]하다

20 자라다, 기르다, ~해지다

21 걱정시키다[걱정하다], 걱정(거리)

22 믿다

23 이해하다

24 제발, 기쁘게 하다

25 선물, 현재(의), 출석한

26 그러한, 그렇게[너무나]

27 가난한, 불쌍한, 잘 못하는

28 유명한

29 막, 꼭, 단지

30 늘[언제나]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 6 -

일일 테스트 DAY 06

1 과목, 주제

2 공원, 주차하다

3 규칙, 지배(하다)

4 점검[확인](하다), 수표

5 존경[존중](하다)

6 잃다, 지다

7 가입하다, 함께하다

8 소수(의), 몇몇(의)

9 양쪽[둘 다](의)

10 (절)반(의), 반쯤

11 진짜[현실]의

12 바쁜, 번화한, 통화 중의

13 대부분(의), 가장 (많은)

14 틀린[잘못된], 틀리게

15 ~조차(도), 훨씬

16 peace

17 brain

18 fact

19 age

20 price

21 pet

22 custom

23 office

24 neighbor

25 die

26 build

27 bring

28 sick

29 late

30 fortunately

누적 테스트 DAY 06

1 잎

2 지역, 분야, 면적

3 (한) 부분[조각], 한 개[하나]

4 성적, 등급, 학년

5 숲

6 기계

7 마을

8 채소[야채]

9 떨어지다, 넘어지다, 가을, 떨어짐, 폭포

10 마음, 언짢아하다

11 바위, 록 음악, 흔들다

12 요리하다, 요리사

13 식물, 공장, 심다

14 소리, ~처럼 들리다, 건전한[건강한]

15 봄, 용수철, 샘, 튀다

16 운동(하다), 연습(하다)

17 추운, 차가운, 감기, 추위

18 앞(쪽)(의)

19 제2의, 초, 잠깐

20 시작하다

21 떠나다, 내버려두다, 남기다

22 움직이다, 이사하다, 감동시키다

23 입고[신고/쓰고] 있다

24 일어나다, 우연히 ~하다

25 기억하다

26 쉬운, 편한

27 큰, 넓은

28 초기의, 이른, 일찍

29 자주[흔히]

30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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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07

1 잡지

2 들판, 경기장, 분야, 현장

3 타다, 타기, 탈것

4 보고[보도](하다)

5 바라다[빌다], 소원[소망]

6 표지판, 신호(하다), 서명하다

7 순서, 질서, 명령(하다), 주문(하다)

8 결과(로 생기다)

9 지나간, 과거(의), ~을 지나서

10 인간(의), 인간다운

11 그리다, 끌어당기다, 뽑다

12 가지고 있다, 나르다

13 사실인, 진짜의, 참된

14 결코 ~ 않다

15 보통[일반적으로]

16 health

17 holiday

18 gift

19 effect

20 goal

21 experience

22 decide

23 wait

24 choose

25 spend

26 foreign

27 difficult

28 full

29 able

30 popular

누적 테스트 DAY 07

1 미술, 예술, 기술

2 애완동물

3 사실

4 시

5 값[가격]

6 관습[풍습]

7 과목, 주제

8 주말

9 이웃 (사람[나라])

10 규칙, 지배(하다)

11 머무르다, 그대로 있다, 머무름

12 깨뜨리다, 고장 내다, 어기다, 휴식

13 점검[확인](하다), 수표

14 가입하다, 함께하다

15 잃다, 지다

16 보내다

17 자라다, 기르다, ~해지다

18 짓다[건축/건설하다]

19 가져[데려]오다

20 (절)반(의), 반쯤

21 소수(의), 몇몇(의)

22 양쪽[둘 다](의)

23 병든[아픈]

24 바쁜, 번화한, 통화 중의

25 진짜[현실]의

26 자신의 (것), 소유하다

27 대부분(의), 가장 (많은)

28 틀린[잘못된], 틀리게

29 잘, 건강한, 우물

30 ~조차(도),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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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08

1 의견[견해]

2 낳다, 곰

3 휴식, 나머지, 쉬다

4 낭비(하다), 쓰레기

5 놀라게 하다, 놀람

6 놓치다, 그리워하다

7 따르다

8 자유로운, 무료의, 자유롭게 하다

9 속상한, 속상하게 하다

10 닫다, 가까운, 가까이

11 조심하는[주의 깊은]

12 건강한, 건강에 좋은

13 맛있는

14 그러나[그렇지만]

15 떨어져, 떠나서

16 solution

17 subway

18 toy

19 voice

20 hundred

21 thousand

22 dish

23 allowance

24 event

25 century

26 fight

27 sell

28 buy

29 ready

30 sad

누적 테스트 DAY 08

1 선물, 재능

2 들판, 경기장, 분야, 현장

3 병

4 영향[결과/효과]

5 건강

6 (공)휴일

7 떨어지다, 넘어지다, 가을, 떨어짐, 폭포

8 타다, 타기, 탈것

9 바라다[빌다], 소원[소망]

10 표지판, 신호(하다), 서명하다

11 순서, 질서, 명령(하다), 주문(하다)

12 결과(로 생기다)

13 깨뜨리다, 고장 내다, 어기다, 휴식

14 보고[보도](하다)

15 경험(하다)

16 지나간, 과거(의), ~을 지나서

17 인간(의), 인간다운

18 죽다

19 찾아내다[발견하다]

20 그리다, 끌어당기다, 뽑다

21 가지고 있다, 나르다

22 (시간/돈을) 쓰다

23 결정하다

24 고르다[선택하다]

25 ~할 수 있는

26 외국의

27 어려운

28 인기 있는, 대중의

29 보통[일반적으로]

30 운 좋게도[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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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09

1 성격, (등장)인물, 글자

2 두다, 세우다, (해가) 지다, 세트

3 걸음, 단계, 계단, 밟다

4 시합, 성냥, 어울리다

5 문제[일], 중요하다

6 지배[통제](하다), 조절하다

7 고르다, 따다, 뽑다

8 잡고 있다, 개최하다

9 (붙)잡다, (병에) 걸리다

10 동의하다[의견이 일치하다]

11 환영(하다), 환영받는

12 빛나는[밝은], 똑똑한

13 아직도, 훨씬, 가만히 있는

14 좋은[훌륭한], 잘

15 나중에, 더 뒤의

16 meal

17 weight

18 diary

19 ground

20 reason

21 cartoon

22 president

23 glass

24 community

25 invent

26 teach

27 hungry

28 smart

29 wise

30 pretty

누적 테스트 DAY 09

1 나이, 시대

2 접시, 요리

3 목표[목적], 골[득점]

4 과목, 주제

5 의견[견해]

6 세기[100년]

7 백[100]

8 천[1000]

9 휴식, 나머지, 쉬다

10 낳다, 곰

11 낭비(하다), 쓰레기

12 싸우다, 싸움

13 순서, 질서, 명령(하다), 주문(하다)

14 놀라게 하다, 놀람

15 제2의, 초, 잠깐

16 팔다

17 놓치다, 그리워하다

18 그리다, 끌어당기다, 뽑다

19 따르다

20 일어나다, 우연히 ~하다

21 닫다, 가까운, 가까이

22 자유로운, 무료의, 자유롭게 하다

23 속상한, 속상하게 하다

24 따뜻한, 따뜻하게 하다

25 사실인, 진짜의, 참된

26 조심하는[주의 깊은]

27 건강한, 건강에 좋은

28 맛있는

29 떨어져, 떠나서

30 그러나[그렇지만]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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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10

1 기술[기능]

2 경주(하다), 인종

3 원인(이 되다), 일으키다

4 재판관, 판단하다

5 냄새(나다)

6 추측(하다)

7 여행(하다), 이동하다

8 덮다, 다루다, 덮개

9 경연[대회], 겨루다

10 관심[흥미](를 끌다)

11 다치게 하다, 아프다

12 유용한[쓸모 있는]

13 피곤한, 싫증난

14 곧, 빨리

15 한 번, (과거) 언젠가

16 factory

17 prize

18 wall

19 arm

20 difference

21 shape

22 teenager[teen]

23 chance

24 wash

25 introduce

26 finish

27 dirty

28 angry

29 proud

30 modern

누적 테스트 DAY 10

1 국가, (미국의) 주, 상태

2 유리(잔), 안경

3 이유, 이성

4 무게, 몸무게[체중]

5 땅, 운동장

6 지하철

7 만화 (영화)

8 성격, (등장)인물, 글자

9 대통령, 장(長)

10 두다, 세우다, (해가) 지다, 세트

11 휴식, 나머지, 쉬다

12 가게, 비축[저장]하다

13 시합, 성냥, 어울리다

14 문제[일], 중요하다

15 빛, 불(을 붙이다), 밝은, 가벼운

16 사다

17 잡고 있다, 개최하다

18 고르다, 따다, 뽑다

19 (붙)잡다, (병에) 걸리다

20 동의하다[의견이 일치하다]

21 발명하다

22 자유로운, 무료의, 자유롭게 하다

23 빛나는[밝은], 똑똑한

24 영리한[똑똑한]

25 가득 찬

26 놀라운

27 아직도, 훨씬, 가만히 있는

28 예쁜, 꽤, 아주

29 나중에, 더 뒤의

30 ~조차(도), 훨씬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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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11

1 표시(하다), 부호, 자국

2 지나가다, 건네주다, 합격하다, 패스

3 형태, 형식, 형성되다

4 우편(물), 게시하다

5 운전하다, 드라이브

6 (비)웃다, 웃음

7 판, 게시판, 탑승하다

8 용서하다, 변명(하다)

9 더하다, 덧붙이다

10 전체[전부](의)

11 살찐[뚱뚱한], 지방

12 육체[신체]의, 물질의

13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14 언제든[한번이라도]

15 떨어져[멀리]

16 college

17 insect

18 environment

19 desert

20 hobby

21 accident

22 lake

23 exam

24 pollution

25 advice

26 climb

27 kill

28 receive

29 dark

30 dangerous

누적 테스트 DAY 11

1 팔, 무기

2 상[상품]

3 모양, 상태

4 공장

5 다름[차이]

6 공동체[주민/지역 사회]

7 십대 소년·소녀

8 덮다, 다루다, 덮개

9 낭비(하다), 쓰레기

10 냄새(나다)

11 추측(하다)

12 재판관, 판단하다

13 원인(이 되다), 일으키다

14 여행(하다), 이동하다

15 문제[일], 중요하다

16 관심[흥미](를 끌다)

17 경연[대회], 겨루다

18 잡고 있다, 개최하다

19 다치게 하다, 아프다

20 끝내다[끝나다]

21 소개하다

22 지혜로운[현명한]

23 피곤한, 싫증난

24 자랑스러운

25 유용한[쓸모 있는]

26 현대의, 현대적인

27 좋은[훌륭한], 잘

28 아직도, 훨씬, 가만히 있는

29 한 번, (과거) 언젠가

30 곧, 빨리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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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12

1 청구서, 지폐, 법안

2 수수께끼

3 회사, 함께 있음, 친구

4 (누워) 있다, 거짓말(하다)

5 행동(하다), 연기(하다)

6 지불하다, 봉급

7 견해, 전망, 바라보다

8 외치다, 외침

9 건너다, 교차시키다, 십자가

10 자원봉사자, 자원하다

11 보이다, ~인 것 같다

12 끔찍한[지독한]

13 시각 장애가 있는[눈 먼]

14 ~ 전에

15 아마

16 hole

17 palace

18 seed

19 luck

20 meaning

21 medicine

22 garage

23 clerk

24 collect

25 invite

26 arrive

27 possible

28 strange

29 heavy

30 rich

누적 테스트 DAY 12

1 시험

2 식사

3 일기(장)

4 조언[충고]

5 곤충

6 대학

7 사고

8 오염

9 환경

10 경주(하다), 인종

11 지나가다, 건네주다, 합격하다, 패스

12 표시(하다), 부호, 자국

13 우편(물), 게시하다

14 형태, 형식, 형성되다

15 시합, 성냥, 어울리다

16 원인(이 되다), 일으키다

17 판, 게시판, 탑승하다

18 용서하다, 변명(하다)

19 더하다, 덧붙이다

20 씻다

21 움직이다, 이사하다, 감동시키다

22 구하다, 저축[절약]하다

23 오르다[등반하다]

24 살찐[뚱뚱한], 지방

25 어두운, 어둠

26 전체[전부](의)

27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28 육체[신체]의, 물질의

29 위험한

30 한 번, (과거) 언젠가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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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13

1 이미지[인상/영상/심상]

2 모델[모형/모범]

3 감각

4 프로젝트[계획/기획/과제]

5 좌석[자리], 앉히다

6 유형, 타자를 치다

7 블록[구획], 막다

8 궁금하다, 경이

9 일반적인, 육군[공군] 장군

10 발달하다, 개발하다

11 웃기는[재미있는]

12 몇몇의

13 멀리, 훨씬, 먼

14 큰 소리의, 큰소리로

15 충분한 (수량), 충분히

16 map

17 safety

18 million

19 rainbow

20 spaceship

21 traffic

22 pleasure

23 touch

24 secret

25 magic

26 forget

27 imagine

28 prepare

29 recycle

30 safe

누적 테스트 DAY 13

1 청구서, 지폐, 법안

2 벽[담]

3 씨(앗)

4 사무원, 점원

5 영향[결과/효과]

6 궁전

7 차고[주차장]

8 기회, 가망[가능성]

9 약, 의학

10 회사, 함께 있음, 친구

11 (누워) 있다, 거짓말(하다)

12 지불하다, 봉급

13 행동(하다), 연기(하다)

14 견해, 전망, 바라보다

15 외치다, 외침

16 (비)웃다, 웃음

17 지배[통제](하다), 조절하다

18 놓치다, 그리워하다

19 보이다, ~인 것 같다

20 초대하다

21 도착하다

22 모으다[수집하다]

23 받다

24 더러운

25 시각 장애가 있는[눈 먼]

26 끔찍한[지독한]

27 이상한, 낯선

28 가능한

29 ~ 전에

30 아마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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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14

1 (정치·사회적) 운동[캠페인]

2 존재

3 섞다[섞이다], 혼합

4 열, 더위, 뜨겁게 하다

5 이르다[도착하다] 뻗다, 범위

6 원(을 그리다), 집단

7 (가득) 채우다[차다]

8 오르다, 떠오르다

9 이끌다[데리고 가다]

10 들어가다, 입학하다

11 명확한, 맑은, 치우다

12 시원한, 식다[식히다]

13 주된[가장 중요한]

14 틀린[가짜의/거짓된]

15 마침내, 마지막으로

16 law

17 sentence

18 friendship

19 success

20 coin

21 electricity

22 bank

23 goods

24 address

25 truth

26 produce

27 excite

28 slow

29 national

30 almost

누적 테스트 DAY 14

1 구멍

2 감각

3 성적, 등급, 학년

4 교통(량)

5 안전

6 100만

7 기쁨[즐거움]

8 우주선

9 노력하다, ~해 보다, 시도

10 유형, 타자를 치다

11 좌석[자리], 앉히다

12 건너다, 교차시키다, 십자가

13 블록[구획], 막다

14 궁금하다, 경이

15 자원봉사자, 자원하다

16 비밀(의)

17 일반적인, 육군[공군] 장군

18 잊다

19 재활용하다

20 준비하다

21 발달하다, 개발하다

22 상상하다

23 지나간, 과거(의), ~을 지나서

24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25 무거운, 심한

26 몇몇의

27 멀리, 훨씬, 먼

28 큰 소리의, 큰소리로

29 충분한 (수량), 충분히

30 보통[일반적으로]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 15 -

일일 테스트 DAY 15

1 유감[안된 일], 동정

2 날짜, 데이트

3 대양[바다]

4 때[순간], 잠시

5 테크놀로지[과학 기술]

6 (들어) 올리다, 태우기

7 반지, (종[전화]이) 울리다

8 공유하다, 나누다, 몫

9 맛(이 나다), 취향

10 (되)돌아가다[오다], 귀환

11 균형(을 잡다)

12 올리다, 모금하다, 기르다

13 진지한, 심각한

14 흔한, 공통의, 보통의

15 아마

16 bone

17 trash

18 library

19 bath

20 invention

21 proverb

22 product

23 museum

24 marry

25 explain

26 global

27 fresh

28 regular

29 exciting

30 else

누적 테스트 DAY 15

1 지도

2 은행, 둑

3 동전

4 진실[사실/진리]

5 상품[제품]

6 성공

7 주소, 연설

8 성격, (등장)인물, 글자

9 우정

10 전기

11 (누워) 있다, 거짓말(하다)

12 재판관, 판단하다

13 지나가다, 건네주다, 합격하다, 패스

14 원(을 그리다), 집단

15 이르다[도착하다] 뻗다, 범위

16 일반적인, 육군[공군] 장군

17 흥분시키다

18 오르다, 떠오르다

19 이끌다[데리고 가다]

20 보이다, ~인 것 같다

21 (가득) 채우다[차다]

22 생산하다

23 시원한, 식다[식히다]

24 명확한, 맑은, 치우다

25 웃기는[재미있는]

26 안전한

27 국가[민족]의

28 주된[가장 중요한]

29 거의

30 마침내, 마지막으로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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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16

1 악단[악대], 밴드[띠]

2 시력, 봄, 시야, 광경

3 대답(하다)

4 흔들(리)다, 밀크셰이크

5 환호[응원](하다)

6 기록(하다), 녹음하다

7 전시[진열](하다)

8 정사각형(의), 제곱(의), 광장

9 열쇠, 비결, 핵심적인

10 야생(의)

11 (불)타다[태우다]

12 잠에서 깨다[깨우다]

13 계속하다

14 거대한

15 간단한[단순한]

16 purpose

17 planet

18 disease

19 storm

20 foreigner

21 nation

22 straw

23 beauty

24 solve

25 discover

26 quiet

27 international

28 traditional

29 suddenly

30 instead

누적 테스트 DAY 16

1 법(률)

2 유감[안된 일], 동정

3 날짜, 데이트

4 쓰레기

5 이유, 이성

6 생산물[제품]

7 격언[속담]

8 때[순간], 잠시

9 도서관

10 박물관[미술관]

11 발명(품)

12 (들어) 올리다, 태우기

13 반지, (종[전화]이) 울리다

14 맛(이 나다), 취향

15 공유하다, 나누다, 몫

16 결과(로 생기다)

17 바꾸다, 변화(하다), 거스름돈

18 (되)돌아가다[오다], 귀환

19 들어가다, 입학하다

20 올리다, 모금하다, 기르다

21 설명하다

22 ~와 결혼하다

23 닫다, 가까운, 가까이

24 틀린[가짜의/거짓된]

25 규칙적인, 보통의

26 진지한, 심각한

27 흔한, 공통의, 보통의

28 흥분시키는[흥미진진한]

29 단지[오직], 유일한

30 아마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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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17

1 항공편, 비행

2 (건너는) 다리

3 낮잠(을 자다)

4 불다, 강타[타격]

5 대하다, 치료하다, 대접하다, 한턱내기

6 물에 잠기게 하다, 홍수

7 곤란[곤경], 괴롭히다

8 표현하다, 급행의, 급행열차

9 몹시 싫어하다

10 나누다[나뉘다]

11 창조[창출]하다

12 숨 쉬다[호흡하다]

13 매일의[일상의]

14 안(쪽)(에)

15 혼자, 외로이, 외로운

16 wisdom

17 effort

18 ghost

19 candle

20 zoo

21 fault

22 scene

23 bottom

24 mistake

25 hurry

26 empty

27 soft

28 perfect

29 successful

30 low

누적 테스트 DAY 17

1 호수

2 뼈

3 시력, 봄, 시야, 광경

4 대양[바다]

5 폭풍우

6 국가, 민족

7 아름다움, 미인

8 (질)병

9 주소, 연설

10 외국인

11 섞다[섞이다], 혼합

12 열, 더위, 뜨겁게 하다

13 대답(하다)

14 환호[응원](하다)

15 존경[존중](하다)

16 느린, 늦추다

17 정사각형(의), 제곱(의), 광장

18 잠에서 깨다[깨우다]

19 올리다, 모금하다, 기르다

20 풀다[해결하다]

21 발견하다

22 계속하다

23 거대한

24 조용한

25 신선한, 새로운

26 놀라운

27 전통의, 전통적인

28 국제의, 국제적인

29 대신에

30 갑자기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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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18

1 팬[~광], 선풍기[부채]

2 쌍[벌/켤레]

3 동물, 생명체

4 아이, 농담하다

5 구르다, 말다, 두루마리

6 떨어뜨리다, 방울

7 속임수, 장난, 속이다

8 붙(이)다, 찌르다, 내밀다, 스틱

9 호의[친절], 부탁, 선호하다

10 누르다, 언론, 인쇄

11 연기, 담배를 피우다

12 실험(하다)

13 음식을 제공하다, 시중들다

14 완전한, 끝내다

15 마른[건조한], 말리다

16 society

17 joy

18 wheel

19 army

20 recipe

21 memory

22 realize

23 improve

24 throw

25 cute

26 friendly

27 lucky

28 natural

29 especially

30 already

누적 테스트 DAY 18

1 잘못, 결점

2 평화

3 항공편, 비행

4 (밀)짚, 빨대

5 노력

6 (건너는) 다리

7 지혜

8 맨 아래[바닥]

9 (양)초

10 잡지

11 대하다, 치료하다, 대접하다, 한턱내기

12 불다, 강타[타격]

13 물에 잠기게 하다, 홍수

14 서두르다, 서두름

15 곤란[곤경], 괴롭히다

16 실수(하다)

17 표현하다, 급행의, 급행열차

18 열쇠, 비결, 핵심적인

19 정사각형(의), 제곱(의), 광장

20 (불)타다[태우다]

21 창조[창출]하다

22 나누다[나뉘다]

23 숨 쉬다[호흡하다]

24 세계[지구]의

25 완벽한[완전한]

26 매일의[일상의]

27 성공한[성공적인]

28 대부분(의), 가장 (많은)

29 혼자, 외로이, 외로운

30 안(쪽)(에)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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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19

1 마당[뜰]

2 방식, 태도, 예의

3 식료품 잡화

4 항해하다, 돛

5 메모, 필기, 주목하다

6 세다, 계산(하다), 셈

7 코치, 코치[지도]하다

8 안내(인), 안내하다

9 되풀이하다, 반복(하다)

10 보호하다

11 얇은, 마른, 묽은

12 아름다운, 즐거운

13 둥근, 왕복의, 라운드, 주위에

14 빨리, 곧

15 아직, 벌써, 그렇지만

16 danger

17 fairy

18 hometown

19 flag

20 pain

21 noise

22 promise

23 bake

24 advertise

25 disappear

26 gather

27 succeed

28 electric

29 wide

30 deep

누적 테스트 DAY 19

1 쌍[벌/켤레]

2 목욕

3 군대, 육군

4 장면, 현장

5 바퀴

6 조리[요리]법

7 사회

8 동물, 생명체

9 구르다, 말다, 두루마리

10 떨어뜨리다, 방울

11 대하다, 치료하다, 대접하다, 한턱내기

12 공유하다, 나누다, 몫

13 호의[친절], 부탁, 선호하다

14 속임수, 장난, 속이다

15 붙(이)다, 찌르다, 내밀다, 스틱

16 흔들(리)다, 밀크셰이크

17 누르다, 언론, 인쇄

18 연기, 담배를 피우다

19 실험(하다)

20 음식을 제공하다, 시중들다

21 개선되다, 향상시키다

22 깨닫다, 실현하다

23 추운, 차가운, 감기, 추위

24 완전한, 끝내다

25 빈

26 자연[천연]의, 타고난

27 친절한, 친한

28 흔한, 공통의, 보통의

29 이미[벌써]

30 특히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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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20

1 (대)문, 탑승구

2 수도, 대문자, 자본

3 물건[물체], 목적, 대상, 반대하다

4 구조[구출](하다)

5 증가(하다), 증가시키다

6 존경(하다), 영광, 명예

7 눈물, 찢(어지)다

8 출생지의, 원주민(의)

9 남성[수컷](의)

10 막다[방지/예방하다]

11 허락[허용]하다

12 따르다, (퍼)붓다

13 고치다, 고정시키다

14 확신하는[확실한], 어떤

15 어디나

16 behavior

17 distance

18 background

19 dictionary

20 tourist

21 direction

22 couple

23 valley

24 bite

25 shine

26 disappoint

27 expensive

28 comfortable

29 mental

30 therefore

누적 테스트 DAY 20

1 기[깃발]

2 마당[뜰]

3 고통, 수고

4 요정

5 시끄러운 소리[소음]

6 방식, 태도, 예의

7 수수께끼

8 위험

9 식료품 잡화

10 아이, 농담하다

11 메모, 필기, 주목하다

12 항해하다, 돛

13 세다, 계산(하다), 셈

14 되풀이하다, 반복(하다)

15 약속(하다)

16 표현하다, 급행의, 급행열차

17 동의하다[의견이 일치하다]

18 모으다[모이다]

19 성공하다, 뒤를 잇다

20 보호하다

21 광고하다

22 사라지다

23 얇은, 마른, 묽은

24 규칙적인, 보통의

25 전기의

26 마른[건조한], 말리다

27 둥근, 왕복의, 라운드, 주위에

28 완전한, 끝내다

29 아직, 벌써, 그렇지만

30 빨리, 곧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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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21

1 (뾰족한) 끝, 팁, 조언

2 행동, 조치

3 재능, 재능 있는 사람(들)

4 절(하다), 숙이다, 활, 나비매듭

5 정장, ~옷[복], 맞다, 어울리다

6 서두르다, 돌진

7 알아차리다, 주목

8 달인, 주인, 숙달하다

9 사람들, 가족, 민속의

10 성인(의), 어른(스러운)

11 재료, 자료, 물질의

12 교장, 장, 주요한

13 수준[기준], 일반적인

14 파도타기를 하다

15 빠른

16 situation

17 stair

18 choice

19 slave

20 soil

21 pride

22 hide

23 obey

24 accept

25 weak

26 boring

27 local

28 basic

29 easily

30 abroad

누적 테스트 DAY 21 

1 골짜기[계곡]

2 관광객

3 수도, 대문자, 자본

4 거리

5 행동

6 방향, 지시

7 오염

8 물건[물체], 목적, 대상, 반대하다

9 행동(하다), 연기(하다)

10 물다, 물기

11 눈물, 찢(어지)다

12 안내(인), 안내하다

13 존경(하다), 영광, 명예

14 증가(하다), 증가시키다

15 마술[마법](의)

16 출생지의, 원주민(의)

17 고치다, 고정시키다

18 잃다, 지다

19 따르다, (퍼)붓다

20 허락[허용]하다

21 막다[방지/예방하다]

22 실망시키다

23 명확한, 맑은, 치우다

24 속상한, 속상하게 하다

25 정신[마음]의

26 확신하는[확실한], 어떤

27 비싼

28 편(안)한

29 그러므로

30 어디나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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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22

1 식사, 다이어트

2 영웅, 남자 주인공

3 바닥, (건물의) 층

4 길[노선]

5 쓰레기

6 시골

7 치료제[법], 치료하다

8 득점[점수], 득점하다

9 양, 합계 ~이다

10 숙고[고려]하다, 여기다

11 나타나다, ~인 것 같다

12 미친, 열광적인, 화난

13 연세 드신

14 꽤

15 밖에[으로], 외부의

16 cancer

17 cash

18 ability

19 knowledge

20 technique

21 challenge

22 expect

23 destroy

24 hunt

25 suggest

26 spread

27 alive

28 unhappy

29 cultural

30 social

누적 테스트 DAY 22

1 (뾰족한) 끝, 팁, 조언

2 흙[토양]

3 유감[안된 일], 동정

4 계단

5 자랑스러움[자부심]

6 행동, 조치

7 선택

8 다름[차이]

9 절(하다), 숙이다, 활, 나비매듭

10 서두르다, 돌진

11 정장, ~옷[복], 맞다, 어울리다

12 눈물, 찢(어지)다

13 알아차리다, 주목

14 달인, 주인, 숙달하다

15 사람들, 가족, 민속의

16 남성[수컷](의)

17 성인(의), 어른(스러운)

18 재료, 자료, 물질의

19 교장, 장, 주요한

20 숨기다[숨다]

21 따르다[순종하다]

22 빛나다

23 받아들이다[인정하다]

24 확신하는[확실한], 어떤

25 지역[지방]의

26 지루한

27 빠른

28 넓은, 활짝

29 아직, 벌써, 그렇지만

30 외국에[으로]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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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23

1 주인[주최자], 진행자

2 청중[관객], 시청자

3 장소, 현장, 웹사이트

4 소설[허구]

5 미끄러지다

6 무섭게 하다[겁주다]

7 의존하다, 믿다, 달려 있다

8 경영[관리]하다, 해내다

9 무섭게 하다[겁주다]

10 맞는, 바로잡다

11 맞다[맞추다], 건강한

12 젖은, 비 오는

13 다채로운[화려한]

14 똑바로[곧장], 곧은[똑바른]

15 매일[일상]의, 매일

16 wing

17 brick

18 tail

19 decision

20 cell

21 athlete

22 bowl

23 transportation

24 temperature

25 pollute

26 melt

27 affect

28 amazing

29 lively

30 active

누적 테스트 DAY 23

1 바닥, (건물의) 층

2 길[노선]

3 재능, 재능 있는 사람(들)

4 능력

5 암

6 쓰레기

7 지식

8 물건[물체], 목적, 대상, 반대하다

9 정장, ~옷[복], 맞다, 어울리다

10 치료제[법], 치료하다

11 붙(이)다, 찌르다, 내밀다, 스틱

12 달인, 주인, 숙달하다

13 양, 합계 ~이다

14 도전(하다)

15 나타나다, ~인 것 같다

16 펴다, 퍼지다

17 기대[예상]하다

18 파괴하다

19 제안하다[권하다]

20 막다[방지/예방하다]

21 숙고[고려]하다, 여기다

22 문화의

23 연세 드신

24 아름다운, 즐거운

25 사회의

26 빠른

27 미친, 열광적인, 화난

28 살아 있는

29 조용한

30 꽤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 24 -

일일 테스트 DAY 24

1 (침대) 시트, 한 장

2 수영장, 웅덩이

3 신[조물주]

4 돌봄, 관심을 갖다

5 군중, 꽉 채우다

6 치다[부딪치다], 치기

7 환자, 참을성 있는

8 알아보다

9 제공[공급]하다

10 탐사[탐험/탐구]하다

11 얻다, 늘다

12 도움이 되는

13 야외의

14 편리한

15 정말

16 guest

17 diver

18 temple

19 blood

20 quarter

21 thought

22 crop

23 relative

24 warn

25 dig

26 celebrate

27 impossible

28 medical

29 stupid

30 forever

누적 테스트 DAY 24

1 (대)문, 탑승구

2 지역, 분야, 면적

3 목소리

4 행성, 지구

5 운동선수

6 목적

7 결정

8 청중[관객], 시청자

9 온도[기온], 체온

10 운송, 교통수단

11 균형(을 잡다)

12 존경[존중](하다)

13 미끄러지다

14 녹다[녹이다]

15 사냥하다

16 영향을 미치다

17 무섭게 하다[겁주다]

18 나타나다, ~인 것 같다

19 의존하다, 믿다, 달려 있다

20 경영[관리]하다, 해내다

21 무섭게 하다[겁주다]

22 맞다[맞추다], 건강한

23 맞는, 바로잡다

24 젖은, 비 오는

25 야생(의)

26 활동적인, 적극적인

27 진지한, 심각한

28 매일[일상]의, 매일

29 똑바로[곧장], 곧은[똑바른]

30 밖에[으로], 외부의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 25 -

일일 테스트 DAY 25

1 의사소통, 통신

2 나무[목재], 숲

3 이기다, 계속 때리다, 박동, 박자

4 파도[물결], 흔들다

5 가치, 소중히 여기다

6 개울[시내], 흐름, 계속 흐르다

7 지지(하다), 부양하다

8 쌍둥이 (중의 한 명), 쌍둥이의

9 공정한[공평한], 박람회

10 돈을 걸다

11 포함하다

12 반응하다, 대답하다

13 침착한, 평온, 진정하다

14 직접(의), 지휘하다

15 두꺼운, 짙은, 진한

16 miracle

17 tomb

18 cave

19 wealth

20 satellite

21 attention

22 tool

23 chemical

24 female

25 fold

26 deliver

27 earn

28 abstract

29 nowadays

30 someday

누적 테스트 DAY 25

1 꼬리

2 세포

3 농작물, 수확량

4 피[혈액]

5 손님

6 사원[절]

7 생각[사고]

8 4분의 1

9 (질)병

10 돌봄, 관심을 갖다

11 군중, 꽉 채우다

12 연기, 담배를 피우다

13 환자, 참을성 있는

14 재료, 자료, 물질의

15 친척, 상대적인

16 얻다, 늘다

17 경고하다

18 오염시키다

19 의존하다, 믿다, 달려 있다

20 제공[공급]하다

21 탐사[탐험/탐구]하다

22 축하[기념]하다

23 알아보다

24 도움이 되는

25 의학[의료]의

26 불가능한

27 놀라운

28 편리한

29 영원히

30 정말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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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26

1 경우, 사건, 케이스[용기]

2 수준, 높이

3 신용 거래

4 여행

5 묶다, 동점(이 되다), 넥타이

6 바보, 속이다

7 수치, 인물, 도표, 이해하다

8 ~에 속하다, ~ 소유이다

9 혼란시키다, 혼동하다

10 (의사)소통하다, 연락하다

11 화난, 열광적인, 미친

12 온화한

13 즐거운[명랑한]

14 어디든, 아무데(서)도, 어딘가

15 주로

16 college

17 lawyer

18 addition

19 gun

20 emergency

21 growth

22 difficulty

23 officer

24 harvest

25 borrow

26 survive

27 boil

28 scientific

29 noisy

30 handsome

누적 테스트 DAY 26

1 날개

2 동굴

3 무덤

4 도구[연장]

5 노예

6 부[재산]

7 기적

8 (인공)위성

9 주의[주목]

10 이기다, 계속 때리다, 박동, 박자

11 가치, 소중히 여기다

12 치다[부딪치다], 치기

13 개울[시내], 흐름, 계속 흐르다

14 공정한[공평한], 박람회

15 환자, 참을성 있는

16 여성[암컷](의)

17 숙고[고려]하다, 여기다

18 반응하다, 대답하다

19 배달하다

20 파다[캐다]

21 포함하다

22 (돈을) 벌다

23 맞다[맞추다], 건강한

24 침착한, 평온, 진정하다

25 직접(의), 지휘하다

26 기본[기초]의

27 두꺼운, 짙은, 진한

28 추상적인

29 야외의

30 요즘에는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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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27

1 막대기, 극

2 정신[영혼], 기분[기백]

3 선장[기장], (팀의) 주장

4 낯선 사람, 처음인 사람

5 투표(하다)

6 여행, 관광[순회](하다)

7 복습하다, 검토, 논평

8 요금, 외상, 책임, 청구하다

9 일정[시간표], 예정이다

10 줄(이)다, 감소(하다)

11 해결하다, 정착하다

12 참석하다, 다니다

13 감사하다, 진가를 알아보다

14 잘 아는, 친숙한

15 그저[단지], 간단히

16 rubber

17 statue

18 structure

19 scenery

20 gesture

21 root

22 discuss

23 achieve

24 elect

25 cheap

26 uncomfortable

27 brave

28 unknown

29 classical

30 anyway

누적 테스트 DAY 27

1 변호사

2 성장, 증가

3 여행

4 더하기

5 어려움, 곤경

6 대학

7 비상[응급]

8 묶다, 동점(이 되다), 넥타이

9 이기다, 계속 때리다, 박동, 박자

10 바보, 속이다

11 파도[물결], 흔들다

12 수치, 인물, 도표, 이해하다

13 수확(량), 수확하다

14 친척, 상대적인

15 화학 물질, 화학의

16 돈을 걸다

17 끓다[끓이다], 삶다

18 빌리다

19 ~에 속하다, ~ 소유이다

20 혼란시키다, 혼동하다

21 살아남다, ~보다 오래 살다

22 ~와 결혼하다

23 즐거운[명랑한]

24 온화한

25 화난, 열광적인, 미친

26 시끄러운

27 과학의, 과학적인

28 똑바로[곧장], 곧은[똑바른]

29 주로

30 (미래) 언젠가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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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28

1 쓰레기

2 가을

3 화면[스크린]

4 두려움, 두려워하다

5 농담(하다)

6 도보 여행(을 하다)

7 제의[제공](하다)

8 고치다, 수리(하다)

9 계속 ~이다, 남다, 나머지, 유적

10 마지막의, 결승전

11 빈칸, 빈

12 대중[공공]의, 대중

13 뜨다[띄우다], 떠다니다

14 역사상 중요한[역사적인]

15 앞에[으로]

16 kite

17 mess

18 population

19 coast

20 bucket

21 cage

22 cart

23 breeze

24 bark

25 concentrate

26 bend

27 dead

28 western

29 personal

30 exactly

누적 테스트 DAY 28

1 주인[주최자], 진행자

2 정신[영혼], 기분[기백]

3 신용 거래

4 조각상

5 고무

6 경치[풍경]

7 낯선 사람, 처음인 사람

8 구조, 구조[건축]물

9 환경

10 뿌리, 응원하다

11 투표(하다)

12 수치, 인물, 도표, 이해하다

13 요금, 외상, 책임, 청구하다

14 줄(이)다, 감소(하다)

15 증가(하다), 증가시키다

16 접다

17 (의사)소통하다, 연락하다

18 토론[논의]하다

19 해결하다, 정착하다

20 (선거로) 선출하다

21 이루다[성취하다]

22 감사하다, 진가를 알아보다

23 침착한, 평온, 진정하다

24 용감한

25 알려지지 않은

26 잘 아는, 친숙한

27 비싼

28 싼

29 그저[단지], 간단히

30 어쨌든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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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29

1 끝[가장자리], 날

2 경보(기), 자명종

3 양식, 무늬

4 위, 배[복부]

5 공학

6 보상(하다), 보상금

7 충격(을 주다)

8 초점(을 맞추다), 집중하다

9 비용(이 ~이다[들다])

10 건너뛰다[빼먹다], 깡충깡충 뛰다

11 실패하다, 낙제하다

12 맛있는

13 힘든, 강인한, 질긴

14 기본의, 초등학교의

15 잘못[안 좋게], 몹시

16 doll

17 government

18 strength

19 flour

20 development

21 cyberspace

22 will

23 dot

24 replace

25 impress

26 crowded

27 necessary

28 fantastic

29 flat

30 forward

누적 테스트 DAY 29

1 새장[우리]

2 엉망

3 해안

4 쓰레기

5 산들바람[미풍]

6 4분의 1

7 인구

8 의사소통, 통신

9 두려움, 두려워하다

10 제의[제공](하다)

11 고치다, 수리(하다)

12 계속 ~이다, 남다, 나머지, 유적

13 요금, 외상, 책임, 청구하다

14 마지막의, 결승전

15 빈칸, 빈

16 대중[공공]의, 대중

17 짖다

18 구부리다

19 뜨다[띄우다], 떠다니다

20 ~에 속하다, ~ 소유이다

21 참석하다, 다니다

22 감사하다, 진가를 알아보다

23 집중하다

24 직접(의), 지휘하다

25 온화한

26 개인의[개인적인]

27 고전의, 고전적인

28 불편한

29 앞에[으로]

30 정확히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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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30

1 기사, 물품

2 도, 정도, 학위

3 의식(儀式)

4 잠그다, 자물쇠

5 기초, 기반[근거지], ~에 근거를 두다

6 싫어하다, 싫어함

7 싸다[포장하다]

8 걸(리)다, 목을 매달다

9 먹을 것을 주다

10 (고통을) 겪다

11 무례한

12 예의 바른[공손한]

13 쾌적한[즐거운]

14 과체중의, 중량 초과의

15 아마도

16 death

17 metal

18 headache

19 treasure

20 monster

21 climate

22 muscle

23 symbol

24 congratulation

25 breath

26 lend

27 excellent

28 lonely

29 thirsty

30 twice

누적 테스트 DAY 30

1 의지[뜻], 유언장

2 막대기, 극

3 끝[가장자리], 날

4 경보(기), 자명종

5 선장[기장], (팀의) 주장

6 힘, 강점

7 위, 배[복부]

8 정부

9 발달, 개발

10 두다, 세우다, (해가) 지다, 세트

11 점(을 찍다)

12 돌봄, 관심을 갖다

13 비용(이 ~이다[들다])

14 계속 ~이다, 남다, 나머지, 유적

15 보상(하다), 보상금

16 양, 합계 ~이다

17 건너뛰다[빼먹다], 깡충깡충 뛰다

18 굽다

19 대신하다, 교체하다

20 이루다[성취하다]

21 감명을 주다

22 평평한, 바람이 빠진

23 맛있는

24 힘든, 강인한, 질긴

25 붐비는

26 필요한

27 깊은, 깊게

28 잘못[안 좋게], 몹시

29 앞으로

30 아마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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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31

1 신화

2 더미, 쌓아 올리다

3 담소[수다], 채팅하다

4 문자(를 보내다), 글, 교재

5 퍼즐, 어리둥절하게 하다

6 진보, 진전(되다), 전진

7 졸업하다, 졸업자

8 다이빙하다, 잠수하다

9 예측[예견]하다

10 불평[항의]하다

11 결정하다, 알아내다

12 부끄러워하는

13 위쪽의

14 게다가, ~ 외에

15 더 이상

16 castle

17 kindness

18 heaven

19 battle

20 concentration

21 industry

22 mystery

23 sand

24 exist

25 compare

26 forgive

27 honest

28 similar

29 normal

30 central

누적 테스트 DAY 31

1 곡물 가루

2 죽음

3 근육

4 숨[호흡]

5 기후

6 기사, 물품

7 도, 정도, 학위

8 보물

9 두통

10 의식(儀式)

11 축하

12 여행, 관광[순회](하다)

13 초점(을 맞추다), 집중하다

14 충격(을 주다)

15 싫어하다, 싫어함

16 일정[시간표], 예정이다

17 실패하다, 낙제하다

18 빌려 주다

19 먹을 것을 주다

20 걸(리)다, 목을 매달다

21 (고통을) 겪다

22 무례한

23 예의 바른[공손한]

24 외로운

25 목마른

26 쾌적한[즐거운]

27 환상적인

28 기본의, 초등학교의

29 두 번, 두 배로

30 아마도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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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32

1 속담[격언]

2 자선 (단체)

3 쟁점[문제], 호, 발표[발행]하다

4 신호(를 보내다)

5 삼키다, 제비

6 교환(하다)

7 회색(의), 반백의

8 공식의, 관리[임원]

9 외치다[소리치다]

10 묻다[매장하다]

11 쉬다[긴장을 풀다]

12 쏘다, 촬영하다, 슛하다

13 줄(이)다

14 더 좋아하다[선호하다]

15 청각 장애가 있는

16 weapon

17 earthquake

18 boss

19 generation

20 darkness

21 portrait

22 visitor

23 self

24 average

25 electronic

26 powerful

27 creative

28 faithful

29 happily

30 almost

누적 테스트 DAY 32

1 모래, 모래사장

2 금속

3 전투

4 성(城)

5 천국

6 때[순간], 잠시

7 괴물

8 산업[공업], 근면

9 집중(력)

10 신화

11 점검[확인](하다), 수표

12 문자(를 보내다), 글, 교재

13 퍼즐, 어리둥절하게 하다

14 진보, 진전(되다), 전진

15 졸업하다, 졸업자

16 싸다[포장하다]

17 존재하다

18 예측[예견]하다

19 용서하다

20 비교하다

21 불평[항의]하다

22 결정하다, 알아내다

23 위쪽의

24 비슷한

25 정상[보통]의

26 부끄러워하는

27 뛰어난[탁월한]

28 필요한

29 게다가, ~ 외에

30 더 이상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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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33

1 먼지, 때, 흙

2 발사, 슛, 주사

3 감독, 책임자, 임원

4 (짐을) 싸다, 꾸러미

5 것(들), 채우다

6 곡선(을 이루다)

7 토론[논의](하다)

8 간청하다, 구걸하다

9 놓다, 눕히다, 낳다

10 관련시키다

11 용서하다, 뭐라고요?

12 열망하는

13 초조한, 신경의

14 총명한[똑똑한]

15 좀처럼[거의] ~ 않는

16 drug

17 customer

18 harmony

19 greenhouse

20 furniture

21 dynasty

22 ancestor

23 astronaut

24 spill

25 whisper

26 harmful

27 lifelong

28 homeless

29 disabled

30 somewhere

누적 테스트 DAY 33

1 속담[격언]

2 자선 (단체)

3 수도, 대문자, 자본

4 초상화

5 무기

6 수수께끼, 신비[불가사의]

7 지진

8 세대

9 표지판, 신호(하다), 서명하다

10 돌(리)다, 바뀌다[바꾸다], 차례, 회전

11 속임수, 장난, 속이다

12 쟁점[문제], 호, 발표[발행]하다

13 교환(하다)

14 삼키다, 제비

15 평균(의)

16 공식의, 관리[임원]

17 회색(의), 반백의

18 더 좋아하다[선호하다]

19 쉬다[긴장을 풀다]

20 줄(이)다

21 묻다[매장하다]

22 쏘다, 촬영하다, 슛하다

23 해결하다, 정착하다

24 정직한

25 충실한[믿음직한]

26 창조적인

27 청각 장애가 있는

28 죽은

29 거의

30 거의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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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34

1 전구, 알뿌리[구근]

2 상태, 환경, 조건

3 흐르다, 흐름

4 공격(하다), 발작

5 찾다, 수색[검색](하다)

6 (정)반대(의), 맞은편의, 맞은편에

7 원래의, 독창적인, 원작

8 조깅하다

9 살피다, (대충) 훑어보다

10 제거하다[없애다]

11 묘사[기술]하다

12 단 하나의, 독신의, 1인용의

13 가까운, 가까이에(서)

14 시내에[로], 시내의

15 거꾸로 (된), 뒤집혀

16 dialog(ue)

17 courage

18 birth

19 adventure

20 education

21 emotion

22 fever

23 triangle

24 attitude

25 childhood

26 cough

27 freeze

28 northern

29 positive

30 ugly

누적 테스트 DAY 34

1 우주 비행사

2 고객

3 조상[선조]

4 가구

5 조화

6 왕조

7 약

8 발사, 슛, 주사

9 먼지, 때, 흙

10 (짐을) 싸다, 꾸러미

11 엎지르다, 유출

12 것(들), 채우다

13 신호(를 보내다)

14 토론[논의](하다)

15 토론[논의]하다

16 속삭이다, 속삭임

17 (누워) 있다, 거짓말(하다)

18 놓다, 눕히다, 낳다

19 간청하다, 구걸하다

20 외치다[소리치다]

21 쏘다, 촬영하다, 슛하다

22 관련시키다

23 열망하는

24 해로운

25 초조한, 신경의

26 장애가 있는

27 집 없는

28 총명한[똑똑한]

29 좀처럼[거의] ~ 않는

30 더 이상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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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35

1 직업, 경력

2 일생[평생]

3 필터[여과 장치], 여과하다[거르다]

4 재채기(를 하다)

5 가라앉다, 싱크대

6 피해[손해], 해치다

7 안부 인사, 여기다

8 (말)다툼, 다투다

9 직업의, 전문적인, 전문가

10 미끄러지다

11 늘리다, 당기다, 뻗다

12 비추다, 반사[반영]하다

13 용기를 북돋우다[격려하다]

14 ~ 때문인, 예정인, 지불 기한이 된

15 실제로

16 economy

17 fur

18 thief

19 border

20 disaster

21 poem

22 engine

23 forecast

24 characteristic

25 steal

26 asleep

27 effective

28 comic

29 anxious

30 rather

누적 테스트 DAY 35

1 출생

2 열(병)

3 상품[제품]

4 감정

5 태도[자세]

6 용기

7 상태, 환경, 조건

8 모험

9 교육

10 어린 시절

11 온실

12 흐르다, 흐름

13 형태, 형식, 형성되다

14 기침(하다)

15 공격(하다), 발작

16 찾다, 수색[검색](하다)

17 (절)반(의), 반쯤

18 (정)반대(의), 맞은편의, 맞은편에

19 얻다, 늘다

20 떠나다, 내버려두다, 남기다

21 묘사[기술]하다

22 얼(리)다

23 제거하다[없애다]

24 힘든, 강인한, 질긴

25 중심[중앙]의

26 긍정적인

27 북쪽의

28 가까운, 가까이에(서)

29 거꾸로 (된), 뒤집혀

30 어딘가에[로]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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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36

1 철사, (전)선

2 물가[해안/호숫가]

3 기간[시기], 마침표

4 경영[관리]자, 매니저

5 톡톡 두드리다, (수도)꼭지

6 거래(하다), 다루다

7 한계, 제한(하다)

8 뿌리다[뿌려지다], 물보라, 분무기

9 주장(하다), 청구

10 극복하다

11 무게가 ~이다

12 탐욕스러운

13 어리석은

14 유머러스한, 재미있는

15 확실히, 물론

16 marriage

17 lighting

18 zone

19 prediction

20 stage

21 sunrise

22 height

23 chew

24 greet

25 attract

26 pray

27 salty

28 southern

29 valuable

30 curious

누적 테스트 DAY 36

1 모피, (동물의) 털

2 전구, 알뿌리[구근]

3 도둑

4 도, 정도, 학위

5 국경[경계]

6 (집합적) 시

7 재난[재해]

8 경제

9 가라앉다, 싱크대

10 피해[손해], 해치다

11 대답(하다)

12 물에 잠기게 하다, 홍수

13 안부 인사, 여기다

14 (말)다툼, 다투다

15 예보(하다)

16 원래의, 독창적인, 원작

17 직업의, 전문적인, 전문가

18 특징, 특유의

19 훔치다

20 비추다, 반사[반영]하다

21 혼란시키다, 혼동하다

22 반응하다, 대답하다

23 용기를 북돋우다[격려하다]

24 맞다[맞추다], 건강한

25 ~ 때문인, 예정인, 지불 기한이 된

26 잠든

27 걱정하는, 열망하는

28 효과적인

29 꽤, 약간[좀], 오히려

30 실제로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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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37

1 인터넷, 그물

2 기간[기한], 용어

3 에이전트[대리인[점]/중개인]

4 원천, 근원, 출처

5 관계

6 공연[연주], 수행

7 깁스, 배역진, 던지다, 배역하다

8 충돌하다, 충돌 사고

9 부화하다, (배·비행기) 해치

10 신뢰(하다)

11 바치다

12 나타내다, 대표하다

13 ~할[일] 것 같은

14 책임 있는, 원인이 되는

15 완전히

16 reservation

17 proof

18 politics

19 sightseeing

20 reality

21 role

22 path

23 theater

24 announce

25 clap

26 lazy

27 sharp

28 peaceful

29 painful

30 immediately

누적 테스트 DAY 37

1 청구서, 지폐, 법안

2 단계, 무대

3 물가[해안/호숫가]

4 높이, 키[신장]

5 기간[시기], 마침표

6 관습[풍습]

7 해돋이[일출]

8 조명

9 결혼

10 예측[예견]

11 톡톡 두드리다, (수도)꼭지

12 거래(하다), 다루다

13 한계, 제한(하다)

14 가치, 소중히 여기다

15 주장(하다), 청구

16 보상(하다), 보상금

17 기도[기원]하다

18 미끄러지다

19 인사하다

20 무게가 ~이다

21 (마음을) 끌다

22 극복하다

23 단 하나의, 독신의, 1인용의

24 호기심이 많은, 궁금한

25 어리석은

26 북쪽의

27 남쪽의

28 귀중한[값비싼]

29 대신에

30 확실히, 물론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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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38

1 병

2 내레이터[해설자]

3 원조[도움], 돕다

4 부러워하다, 부러움

5 달아나다, 탈출(하다)

6 재다[측정하다], 조치

7 시도(하다)

8 총[전체의], 총계[합계]

9 가치(가 있는)

10 장[추장], 주된

11 출판[발행]하다

12 공연하다, 수행하다

13 분출[폭발]하다

14 아픈[쑤시는]

15 최근에

16 enemy

17 volcano

18 weed

19 humor

20 architect

21 throat

22 kingdom

23 nod

24 award

25 broadcast

26 embarrass

27 scary

28 foolish

29 bitter

30 silent

누적 테스트 DAY 38

1 역할

2 기간[기한], 용어

3 증거

4 현실

5 정치

6 예약

7 관광

8 관계

9 공연[연주], 수행

10 견해, 전망, 바라보다

11 파도[물결], 흔들다

12 신뢰(하다)

13 부화하다, (배·비행기) 해치

14 충돌하다, 충돌 사고

15 쟁점[문제], 호, 발표[발행]하다

16 공식의, 관리[임원]

17 고치다, 고정시키다

18 박수[손뼉]를 치다

19 씹다

20 발표하다

21 나타내다, 대표하다

22 바치다

23 짠

24 아픈[고통스러운]

25 탐욕스러운

26 책임 있는, 원인이 되는

27 게으른

28 ~할[일] 것 같은

29 완전히

30 즉시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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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39

1 막대, 술집

2 용기[그릇], 컨테이너

3 신뢰, 자신(감)

4 부족(하다), 결핍

5 공급(량), 공급하다

6 손상(시키다), 피해

7 혜택[이득], 이득을 주다

8 연락[접촉], 연락하다

9 갈등[충돌], 상충하다

10 없애다[제거하다]

11 언급하다, 가리키다, 참고하다

12 생각하다, 가정하다

13 꽉 끼는, 단단한

14 특이한

15 눈부신, 뛰어난, 멋진

16 ash

17 excitement

18 landscape

19 complaint

20 construction

21 invasion

22 mood

23 demand

24 ruin

25 spin

26 scratch

27 royal

28 negative

29 specific

30 partly

누적 테스트 DAY 39

1 목(구멍)

2 적

3 원천, 근원, 출처

4 화산

5 왕국, ~계

6 건축가

7 감독, 책임자, 임원

8 깁스, 배역진, 던지다, 배역하다

9 원조[도움], 돕다

10 부러워하다, 부러움

11 뿌리다[뿌려지다], 물보라, 분무기

12 달아나다, 탈출(하다)

13 궁금하다, 경이

14 시도(하다)

15 삼키다, 제비

16 재다[측정하다], 조치

17 방송(하다)

18 가치(가 있는)

19 맞는, 바로잡다

20 출판[발행]하다

21 늘리다, 당기다, 뻗다

22 재활용하다

23 공연하다, 수행하다

24 당황하게 하다

25 아픈[쑤시는]

26 무서운

27 쓴, 쓰라린

28 평화로운

29 강력한

30 최근에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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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40

1 위치, 자세, 지위

2 자유

3 목표(하다), 겨누다

4 추가의, 엑스트라

5 도덕의, 교훈

6 증명하다, 판명되다

7 다치게 하다

8 조언[충고]하다

9 연결[접속]하다

10 선언하다, 신고하다

11 준비하다, 배열하다

12 추천하다, 권고하다

13 꼭 ~할 것 같은, ~행의

14 (멸종) 위기에 처한

15 최근에

16 invitation

17 silence

18 region

19 speech

20 independence

21 happiness

22 sculpture

23 exhibition

24 importance

25 imagination

26 research

27 hug

28 neat

29 foggy

30 loose

누적 테스트 DAY 40 

1 기분, 분위기

2 잡초

3 병

4 침략, 침해

5 불평[항의]

6 풍경(화)

7 흥분

8 신뢰, 자신(감)

9 건설[공사]

10 끄덕이다, 끄덕임

11 부분, 부품, 역할, 헤어지다

12 부족(하다), 결핍

13 공급(량), 공급하다

14 손상(시키다), 피해

15 혜택[이득], 이득을 주다

16 요구(하다), 수요

17 갈등[충돌], 상충하다

18 이기다, 따다[얻다]

19 망치다

20 유지하다, 계속하다, 보존하다

21 언급하다, 가리키다, 참고하다

22 분출[폭발]하다

23 생각하다, 가정하다

24 어리석은

25 침묵하는, 조용한

26 특정한, 구체적인

27 눈부신, 뛰어난, 멋진

28 긍정적인

29 부정적인

30 부분적으로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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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41

1 색인, 지수[지표]

2 장점[가치]

3 임무

4 수술, 작전

5 (요리의) 재료, 요소

6 다투다, 주장하다

7 행동하다

8 관찰하다, 준수하다

9 결론을 내리다

10 ~인 척하다

11 경쟁하다

12 풀어 주다, 방출하다, 공개하다

13 멋진[훌륭한], 엄청난

14 지하의, 지하에[로]

15 진심으로

16 mirror

17 merchant

18 heritage

19 ladder

20 kindergarten

21 payment

22 means

23 management

24 organization

25 spicy

26 steady

27 unnecessary

28 unique

29 various

30 ill

누적 테스트 DAY 41

1 증거

2 지역

3 침묵

4 자유

5 조각(품)

6 초대

7 전시(회)

8 상상(력)

9 목표(하다), 겨누다

10 불다, 강타[타격]

11 우편(물), 게시하다

12 규칙, 지배(하다)

13 상, 수여하다

14 연구(하다)

15 도덕의, 교훈

16 전체[전부](의)

17 돌(리)다

18 다치게 하다

19 증명하다, 판명되다

20 조언[충고]하다

21 선언하다, 신고하다

22 준비하다, 배열하다

23 추천하다, 권고하다

24 못생긴[추한]

25 꽉 끼는, 단단한

26 안개가 낀

27 풀린, 헐렁한

28 꼭 ~할 것 같은, ~행의

29 (멸종) 위기에 처한

30 최근에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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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42

1 움직임, 운동

2 씻어내다[헹구다]

3 극심한 공포, 공황 (상태에 빠지다)

4 조사(하다)

5 호소(하다)

6 소포[꾸러미], 포장하다

7 통일[통합]하다[~하기 쉽다]

8 탓하다

9 쓸다[청소하다], 휩쓸다

10 우울하게 하다

11 매끄러운[부드러운]

12 무력한[속수무책의]

13 이용할[구할] 수 있는

14 믿을 수 없는

15 따라서[그러므로]

16 quality

17 frame

18 hammer

19 pressure

20 pond

21 loss

22 peer

23 harbor

24 expression

25 playground

26 sigh

27 consist

28 recent

29 wooden

30 ancient

누적 테스트 DAY 42

1 장점[가치]

2 거울

3 수단[방법]

4 유산

5 위치, 자세, 지위

6 수술, 작전

7 (요리의) 재료, 요소

8 중요(성)

9 조직[단체/기구]

10 경영[관리]

11 유치원

12 얼굴, 직면하다

13 제의[제공](하다)

14 진보, 진전(되다), 전진

15 행동하다

16 연결[접속]하다

17 풀어 주다, 방출하다, 공개하다

18 ~인 척하다

19 관찰하다, 준수하다

20 경쟁하다

21 줄(이)다

22 병든[아픈], 나쁜

23 깔끔한

24 여러 가지의[다양한]

25 꾸준한

26 멋진[훌륭한], 엄청난

27 잘 아는, 친숙한

28 지하의, 지하에[로]

29 특히

30 진심으로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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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43

1 과업[과제]

2 나뭇가지, 지사[지점]

3 줄[열], 배[노]를 젓다

4 하품(하다)

5 실, (실을) 꿰다

6 닦다

7 괴롭히다, 신경 쓰다

8 상기시키다

9 포함[함유]하다

10 작동하다, 수술하다

11 보존[보호]하다

12 빠른

13 곱슬곱슬한

14 전 세계적인

15 대단히, 고도로

16 needle

17 steam

18 warmth

19 security

20 wildlife

21 response

22 statement

23 sunset

24 horizon

25 refuse

26 rub

27 eastern

28 violent

29 tiny

30 shy

누적 테스트 DAY 43

1 또래

2 기간[기한], 용어

3 사다리

4 항구

5 질

6 재난[재해]

7 움직임, 운동

8 손실[분실/상실], 감소

9 표현, 표정

10 독립

11 한숨(을 쉬다)

12 거래(하다), 다루다

13 극심한 공포, 공황 (상태에 빠지다)

14 조사(하다)

15 호소(하다)

16 소포[꾸러미], 포장하다

17 다투다, 주장하다

18 탓하다

19 비추다, 반사[반영]하다

20 쓸다[청소하다], 휩쓸다

21 이루어져 있다

22 우울하게 하다

23 결론을 내리다

24 최근의

25 고대[옛날]의

26 초조한, 신경의

27 이용할[구할] 수 있는

28 무력한[속수무책의]

29 믿을 수 없는

30 따라서[그러므로]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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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44

1 항목[품목]

2 지배자, 자

3 탈것[차량]

4 자유

5 실마리[단서], 힌트

6 바느질하다[꿰매다]

7 연합[통합]하다

8 언급하다

9 (신원을) 확인하다

10 설립[확립]하다

11 연상하다[연관시키다]

12 지루한, 둔한

13 금(빛)의, 귀중한

14 역겨운

15 떨어져

16 tragedy

17 rumor

18 treatment

19 range

20 dinosaur

21 orphanage

22 gravity

23 shelter

24 trial

25 admiral

26 frustrate

27 stuck

28 careless

29 willing

30 cheerful

누적 테스트 DAY 44

1 과업[과제]

2 바늘

3 야생 생물

4 수평선[지평선]

5 압력

6 보안[안보]

7 반응, 대답

8 성명, 진술

9 줄[열], 배[노]를 젓다

10 하품(하다)

11 실, (실을) 꿰다

12 재다[측정하다], 조치

13 마지막의, 결승전

14 평균(의)

15 문지르다

16 나타내다, 대표하다

17 작동하다, 수술하다

18 포함[함유]하다

19 보존[보호]하다

20 거절[거부]하다

21 상기시키다

22 괴롭히다, 신경 쓰다

23 ~ 때문인, 예정인, 지불 기한이 된

24 수줍어하는

25 아주 작은

26 빠른

27 유일한[독특한]

28 폭력적인

29 책임 있는, 원인이 되는

30 대단히, 고도로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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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45

1 안내원[수행원]

2 성격, 개성

3 (만날) 약속, 임명[지명]

4 뛰어오르다, 도약

5 일어나다[발생하다]

6 의도[작정]하다

7 얻다

8 비명을 지르다

9 생기를 되찾게 하다

10 기울다, 기대다, 호리호리한

11 동일[동등]한, 같다

12 낮추다, 아래의

13 분리된, 분리되다

14 여분의, 여가의, 할애하다

15 드물게[좀처럼 ~ 않는]

16 proof

17 feature

18 envelope

19 passport

20 photo

21 chimney

22 midnight

23 fence

24 lung

25 leak

26 flavor

27 portable

28 hopeless

29 raw

30 hard-working

누적 테스트 DAY 45

1 재판, 시험[실험]

2 연못

3 범위

4 사막

5 실마리[단서], 힌트

6 나뭇가지, 지사[지점]

7 자유

8 주거지, 피신처

9 탈것[차량]

10 해군 장군[제독]

11 공룡

12 치료

13 (짐을) 싸다, 꾸러미

14 지켜보다, 시계

15 (요)점, 점수, 가리키다

16 닦다

17 언급하다, 가리키다, 참고하다

18 (신원을) 확인하다

19 언급하다

20 설립[확립]하다

21 연상하다[연관시키다]

22 좌절시키다

23 깨끗한, 청소하다

24 지루한, 둔한

25 기꺼이 하는

26 부주의한

27 쾌활한[유쾌한]

28 역겨운

29 떨어져

30 좀처럼[거의] ~ 않는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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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46

1 경쟁, 대회[시합]

2 항구 (도시)

3 수출(품), 수출하다

4 욕구[욕망], 바라다

5 경향이 있다[~하기 쉽다]

6 빤히 보다[응시하다]

7 (나쁜 일을) 저지르다

8 개인(의), 개개의

9 작은, 미성년자, 부전공

10 주요한, 전공(하다)

11 연상, 어르신, 졸업반 학생, 상급의

12 회사, 단단한[딱딱한]

13 현재의, 흐름[조류/기류/전류]

14 이상한, 홀수의

15 직접, 똑바로

16 continent

17 suicide

18 bullet

19 passenger

20 curiosity

21 collection

22 descendant

23 convenience

24 cooperation

25 blend

26 decorate

27 twist

28 deceive

29 awkward

30 grand

누적 테스트 DAY 46

1 상사[상관]

2 폐[허파]

3 특징

4 여권

5 봉투

6 증거

7 어둠

8 (만날) 약속, 임명[지명]

9 뛰어오르다, 도약

10 새다, 누출

11 맛(을 내다)

12 안부 인사, 여기다

13 경험(하다)

14 가입하다, 함께하다

15 바느질하다[꿰매다]

16 얻다

17 의도[작정]하다

18 일어나다[발생하다]

19 비명을 지르다

20 묘사[기술]하다

21 기울다, 기대다, 호리호리한

22 낮추다, 아래의

23 분리된, 분리되다

24 특징, 특유의

25 날것의

26 곱슬곱슬한

27 움직일 수 없는[갇힌]

28 여러 가지의[다양한]

29 휴대용의

30 드물게[좀처럼 ~ 않는]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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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47

1 (비)율, 요금, 속도

2 의무, 세금

3 피부

4 다스[12개]

5 감옥[교도소]

6 의심(하다), 의문이다

7 거래[무역](하다)

8 미루다, 지연(시키다)

9 행진(하다)

10 진보[진전/진행](하다)

11 익사하다[익사시키다]

12 지원하다, 적용하다

13 사적인

14 넓은

15 완전히[충분히]

16 failure

17 blanket

18 tomb

19 novel

20 crime

21 instance

22 honesty

23 element

24 scold

25 misunderstand

26 satisfy

27 military

28 cruel

29 urgent

30 historical

누적 테스트 DAY 47

1 울타리

2 자살

3 자정

4 호기심

5 대륙

6 승객

7 경쟁, 대회[시합]

8 협력[협동]

9 자손[후손]

10 편리[편의]

11 판, 게시판, 탑승하다

12 욕구[욕망], 바라다

13 수출(품), 수출하다

14 도전(하다)

15 경향이 있다[~하기 쉽다]

16 빤히 보다[응시하다]

17 (나쁜 일을) 저지르다

18 속이다

19 발달하다, 개발하다

20 생기를 되찾게 하다

21 꾸미다[장식하다]

22 회사, 단단한[딱딱한]

23 연상, 어르신, 졸업반 학생, 상급의

24 동일[동등]한, 같다

25 (정)반대(의), 맞은편의, 맞은편에

26 개인(의), 개개의

27 이상한, 홀수의

28 어색한

29 열심히 일하는[근면한]

30 직접, 똑바로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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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48

1 체육관

2 그림자[그늘]

3 로프[밧줄]

4 우주

5 아프다, 아픔[통증]

6 플러그, 마개, 막다

7 잠시 멈추다, 멈춤

8 다루다[처리하다], 손잡이

9 선발[선정/선택]하다

10 존경하다, 감탄하다

11 끔찍한[지독한]

12 평상시의

13 좁은

14 ~을 할 수 있는

15 비슷한, 똑같이

16 production

17 tradition

18 religion

19 semester

20 flea

21 knee

22 equipment

23 refrigerator

24 laughter

25 arrest

26 apologize

27 threaten

28 absent

29 attractive

30 otherwise

누적 테스트 DAY 48

1 (비)율, 요금, 속도

2 의무, 세금

3 소설

4 범죄

5 감옥[교도소]

6 실패

7 사례

8 요소[성분]

9 정직

10 수집(품)

11 이기다, 계속 때리다, 박동, 박자

12 미루다, 지연(시키다)

13 의심(하다), 의문이다

14 졸업하다, 졸업자

15 진보[진전/진행](하다)

16 꾸짖다

17 지원하다, 적용하다

18 익사하다[익사시키다]

19 만족시키다

20 성공하다, 뒤를 잇다

21 작은, 미성년자, 부전공

22 주요한, 전공(하다)

23 잔인한

24 긴급한

25 사적인

26 가망 없는[절망적인]

27 역사상 중요한[역사적인]

28 역사(학)의

29 완전히[충분히]

30 행복하게, 다행히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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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49

1 위험

2 이야기

3 껍질

4 영향(을 미치다)

5 계좌, 설명(하다)

6 매다

7 조사[검사]하다

8 폭발하다[폭파시키다]

9 방해하다[중단시키다]

10 전체의

11 영리한[똑똑한]

12 이전의[전 ~]

13 잦은[빈번한]

14 두 배(의), 2인용의, 두배로 되다

15 아마

16 intelligence

17 surface

18 responsibility

19 suggestion

20 citizen

21 version

22 viewpoint

23 fare

24 hesitate

25 erase

26 hire

27 manufacture

28 deny

29 distant

30 faint

누적 테스트 DAY 49

1 체육관

2 종교

3 담요

4 웃음(소리)

5 우주

6 전통

7 학기

8 생산

9 장비

10 냉장고

11 절(하다), 숙이다, 활, 나비매듭

12 아프다, 아픔[통증]

13 거래[무역](하다)

14 다루다[처리하다], 손잡이

15 놓다, 눕히다, 낳다

16 체포하다

17 선발[선정/선택]하다

18 존경하다, 감탄하다

19 위협[협박]하다

20 사과하다

21 오해하다

22 끔찍한[지독한]

23 넓은

24 평상시의

25 결석한, 없는

26 군사의

27 ~을 할 수 있는

28 비슷한, 똑같이

29 전 세계적인

30 그렇지 않으면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 50 -

일일 테스트 DAY 50

1 사슬[쇠줄], 체인[연쇄점]

2 방법

3 입구, 입장, 입학

4 감다[돌리다], 바람

5 칭찬(하다)

6 꽃(이 피다)

7 그만두다

8 굶주리다[굶어 죽다]

9 요구[필요]하다

10 떨다, 흔들리다

11 온화한, 순한

12 가혹한[혹독한]

13 격식을 차리지 않는

14 독립된

15 해외로[에], 해외의

16 departure

17 secretary

18 victory

19 author

20 aptitude

21 fable

22 beggar

23 billion

24 shepherd

25 tongue

26 ruin

27 translate

28 punish

29 lunar

30 wealthy

누적 테스트 DAY 50

1 (교통) 요금

2 위험

3 무릎

4 시민

5 표면

6 관점[시각]

7 제안

8 지능

9 책임

10 고치다, 수리(하다)

11 계좌, 설명(하다)

12 예보(하다)

13 영향(을 미치다)

14 고용하다

15 부인[부정]하다

16 언급하다, 가리키다, 참고하다

17 매다

18 풀어 주다, 방출하다, 공개하다

19 관찰하다, 준수하다

20 폭발하다[폭파시키다]

21 조사[검사]하다

22 결정하다, 알아내다

23 희미한

24 전체의

25 영리한[똑똑한]

26 먼

27 꼭 ~할 것 같은, ~행의

28 좁은

29 잦은[빈번한]

30 아마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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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51

1 작은 곤충, (컴퓨터) 오류

2 손톱[발톱], 못

3 라벨[표/상표]

4 충분한[풍부한] 수량

5 번쩍이다[비추다], 섬광

6 불길[불꽃], 타오르다

7 후회(하다), 유감

8 분쟁[논쟁], 반박하다

9 기쁨, 기쁘게 하다

10 돌아다니다[배회하다]

11 맹세하다, 욕하다

12 철자를 쓰다[말하다]

13 중간의

14 인심 좋은[관대한]

15 (부정문) ~도, (둘 중) 어느 하나(의)

16 dragon

17 dawn

18 coal

19 bubble

20 empire

21 clown

22 detail

23 baggage

24 client

25 surround

26 bless

27 illegal

28 virtual

29 instant

30 thankful

누적 테스트 DAY 51

1 우화

2 저자

3 10억

4 혀, 언어

5 방법

6 적성

7 상인

8 입구, 입장, 입학

9 출발

10 비서

11 두려움, 두려워하다

12 비용(이 ~이다[들다])

13 엎지르다, 유출

14 감다[돌리다], 바람

15 칭찬(하다)

16 그만두다

17 망치다

18 다투다, 주장하다

19 굶주리다[굶어 죽다]

20 요구[필요]하다

21 벌주다[처벌하다]

22 이루어져 있다

23 방해하다[중단시키다]

24 온화한, 순한

25 가혹한[혹독한]

26 폭력적인

27 이용할[구할] 수 있는

28 독립된

29 불필요한

30 해외로[에], 해외의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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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52

1 마녀

2 정기 왕복 비행기[버스]

3 장소[위치]

4 상담원[카운슬러]

5 빌리다[빌려 주다], 집세

6 종류, 분류하다

7 이상(적인)

8 하급의, 연하

9 복잡한, 단지, 콤플렉스

10 상업의, 광고 방송

11 구성하다, 작곡하다

12 수선[수리]하다

13 태양의

14 보통의

15 ~도 아니다

16 literature

17 length

18 relationship

19 opportunity

20 popularity

21 leisure

22 illusion

23 laundry

24 shut

25 calculate

26 bore

27 inform

28 strict

29 sour

30 selfish

누적 테스트 DAY 52 

1 손톱[발톱], 못

2 석탄

3 새벽

4 세부 사항

5 의뢰인[고객]

6 어릿광대

7 충분한[풍부한] 수량

8 (여행) 짐[수하물]

9 안내원[수행원]

10 제국

11 목표(하다), 겨누다

12 불길[불꽃], 타오르다

13 후회(하다), 유감

14 요구(하다), 수요

15 분쟁[논쟁], 반박하다

16 기쁨, 기쁘게 하다

17 철자를 쓰다[말하다]

18 지원하다, 적용하다

19 축복하다

20 맹세하다, 욕하다

21 상기시키다

22 떨다, 흔들리다

23 둘러싸다

24 이상한, 홀수의

25 불법의

26 부유한

27 감사하는

28 격식을 차리지 않는

29 인심 좋은[관대한]

30 게다가, ~ 외에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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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53

1 손바닥, 야자

2 (시의) (각)운

3 공포

4 (정기적으로 하는) (집안) 잡일

5 돕다, 도움 주기

6 힘[무력], 강요하다

7 매력, 매혹하다

8 대조[차이], 대조하다

9 기능(하다)

10 보여 주다, 가리키다

11 비판[비판/비평]하다

12 즐겁게 하다

13 자신 있는, 확신하는

14 물속의, 물속으로

15 꽤[상당히], 공정하게

16 appetite

17 crosswalk

18 beast

19 outline

20 lab

21 react

22 hire

23 dare

24 govern

25 proper

26 facial

27 typical

28 outer

29 realistic

30 obvious

누적 테스트 DAY 53

1 길이

2 세탁[세탁물/세탁소]

3 관계

4 환상[착각]

5 장소[위치]

6 문학

7 인기

8 기회

9 원조[도움], 돕다

10 종류, 분류하다

11 한계, 제한(하다)

12 번쩍이다[비추다], 섬광

13 시도(하다)

14 가치(가 있는)

15 이상(적인)

16 복잡한, 단지, 콤플렉스

17 상업의, 광고 방송

18 허락[허용]하다

19 수선[수리]하다

20 탓하다

21 알리다[통지하다]

22 구성하다, 작곡하다

23 계산하다

24 태양의

25 달의

26 엄(격)한

27 이기적인

28 보통의

29 (부정문) ~도, (둘 중) 어느 하나(의)

30 ~도 아니다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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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54

1 (먹는) 잼, 막힘[혼잡]

2 장소[지점], (반)점[얼룩]

3 규모, 등급, 저울

4 깃털

5 법정, 경기장, 궁정

6 끈[줄], (악기의) 현

7 부끄러움[수치], 유감

8 짐, 싣다

9 의심하다, 용의자

10 쓰다듬다, 쓰다듬기

11 남은 음식, 남은

12 소유하다

13 드문, 살짝 익힌

14 유전(학)의

15 근면한[성실한]

16 chemistry

17 conductor

18 dictation

19 import

20 evil

21 liquid

22 solid

23 ignore

24 contribute

25 recover

26 brief

27 pale

28 holy

29 organic

30 unfortunately

누적 테스트 DAY 54

1 (비)율, 요금, 속도

2 수단[방법]

3 식욕

4 횡단보도

5 공연[연주], 수행

6 힘[무력], 강요하다

7 매력, 매혹하다

8 돕다, 도움 주기

9 기능(하다)

10 대조[차이], 대조하다

11 감히 ~하다

12 일어나다[발생하다]

13 반응하다

14 고용하다

15 비판[비판/비평]하다

16 보여 주다, 가리키다

17 비교하다

18 번역[통역]하다

19 기울다, 기대다, 호리호리한

20 의미하다, 의도하다, 못된

21 분리된, 분리되다

22 (맛이) 신

23 밖[외부]의

24 적절한

25 전형적인

26 명백한[분명한]

27 자신 있는, 확신하는

28 물속의, 물속으로

29 꽤[상당히], 공정하게

30 그러므로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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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55

1 감옥[교도소]

2 실수[오류]

3 (행)운, 큰돈[재산]

4 폭탄, 폭파[폭격]하다

5 뒤쫓다, 추적

6 상처(를 입히다)

7 독, 독살하다

8 요청(하다)

9 붙이다[첨부하다]

10 방어[수비/옹호]하다

11 여유[형편]가 되다

12 빨아들이다[흡수하다]

13 귀중한[소중한/값비싼]

14 알고 있는

15 소리 내어

16 document

17 grain

18 resource

19 anniversary

20 license

21 hunger

22 nutrient

23 department

24 relieve

25 motivate

26 cooperate

27 amaze

28 indoor

29 political

30 nuclear

누적 테스트 DAY 55

1 장소[지점], (반)점[얼룩]

2 규모, 등급, 저울

3 바닥, (건물의) 층

4 법정, 경기장, 궁정

5 끈[줄], (악기의) 현

6 부끄러움[수치], 유감

7 목적

8 결정

9 화학

10 쓰다듬다, 쓰다듬기

11 잠시 멈추다, 멈춤

12 수입(품), 수입하다

13 수출(품), 수출하다

14 계좌, 설명(하다)

15 악한, 악

16 고체(의), 단단한

17 액체(의)

18 무시하다

19 더 좋아하다[선호하다]

20 소유하다

21 회복되다[되찾다]

22 즐겁게 하다

23 기부하다, 기여하다

24 드문, 살짝 익힌

25 창백한, 엷은

26 신성한[성스러운]

27 짧은[간단한]

28 근면한[성실한]

29 즉시

30 불행히도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 56 -

일일 테스트 DAY 56

1 관[튜브]

2 측면

3 여행[항해]

4 기구, 악기

5 철, 다리미, 다림질하다

6 버리다, (쓰레기) 폐기장

7 걱정, 관심사, 관계되다

8 논평(하다)

9 빚지고 있다

10 빨다[빨아 먹다]

11 짜증나게 하다

12 주장하다[우기다]

13 게으른, 빈둥거리다

14 깨어 있는, 깨(우)다

15 거친, 대강[대략]의

16 mud

17 leather

18 navy

19 jewelry

20 atmosphere

21 target

22 anger

23 protest

24 combine

25 enable

26 previous

27 romantic

28 efficient

29 severe

30 sometime

누적 테스트 DAY 56

1 감옥[교도소]

2 감옥[교도소]

3 무덤

4 다스[12개]

5 굶주림[배고픔]

6 (행)운, 큰돈[재산]

7 면허(증)

8 영양소[영양분]

9 자원

10 지휘자, 열차 승무원

11 부서[학과]

12 기념일

13 폭탄, 폭파[폭격]하다

14 미루다, 지연(시키다)

15 뒤쫓다, 추적

16 독, 독살하다

17 요청(하다)

18 상처(를 입히다)

19 다치게 하다

20 붙이다[첨부하다]

21 빨아들이다[흡수하다]

22 방어[수비/옹호]하다

23 협력[협동]하다

24 귀중한[소중한/값비싼]

25 정치의

26 이전의[전 ~]

27 실내의

28 알고 있는

29 큰 소리의, 큰소리로

30 소리 내어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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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57

1 순환(하다), 자전거(를 타다)

2 발언, 언급하다

3 편안, 위로(하다)

4 투쟁(하다)

5 접근하다, 접근(법)

6 산, 산(성)의

7 내용(물), 만족하는

8 거부[거절]하다

9 금(지)하다

10 허용[허락]하다

11 예기치 않은

12 무죄의, 무고한, 순진한

13 약간의

14 특정한, 특별한

15 (배/비행기/열차에) 타고

16 justice

17 apology

18 nest

19 crisis

20 glory

21 angle

22 gap

23 debt

24 democracy

25 theory

26 faith

27 deserve

28 differ

29 financial

30 pure

누적 테스트 DAY 57

1 해군

2 화, 화나게 하다

3 #N/A

4 목표[표적/과녁]

5 측면

6 가죽

7 기구, 악기

8 대기, 분위기

9 철, 다리미, 다림질하다

10 다루다[처리하다], 손잡이

11 항의(하다)

12 손상(시키다), 피해

13 걱정, 관심사, 관계되다

14 영향(을 미치다)

15 빚지고 있다

16 지루하게 하다

17 주장하다[우기다]

18 짜증나게 하다

19 할 수 있게 하다

20 결합하다

21 잠에서 깨다[깨우다]

22 깨어 있는, 깨(우)다

23 게으른, 빈둥거리다

24 ~할 수 있는

25 거친, 대강[대략]의

26 심(각)한, 엄(격)한

27 능률[효율]적인

28 이전의

29 언젠가

30 때때로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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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58

1 펑 하고 터지다, 팝뮤직(의), 대중적인

2 금액, 합계, 요약하다

3 출구, 나가다

4 이익(을 얻다[주다])

5 패배(시키다), 이기다

6 과정, 가공[처리]하다

7 구입하다, 구입(품)

8 입양하다, 채택하다

9 부정행위를 하다, 속이다

10 ~에 위치하다, 위치를 찾아내다

11 보통[평소]의

12 유행하는

13 정확한

14 충분한

15 거의 ~ 않다

16 tax

17 fuel

18 spectator

19 burden

20 income

21 devil

22 fee

23 identity

24 variety

25 distinguish

26 persuade

27 investigate

28 tropical

29 complicated

30 artificial

누적 테스트 DAY 58

1 틈[격차]

2 빚[부채]

3 의무, 세금

4 신뢰, 신앙

5 위기

6 이론[학설]

7 정의

8 사과

9 민주주의

10 줄[열], 배[노]를 젓다

11 발언, 언급하다

12 편안, 위로(하다)

13 투쟁(하다)

14 접근하다, 접근(법)

15 내용(물), 만족하는

16 그만두다

17 지우다

18 다르다

19 거부[거절]하다

20 거절[거부]하다

21 허용[허락]하다

22 받을 만하다

23 순수한[깨끗한]

24 약간의

25 원자력의, 핵의

26 유전(학)의

27 재정[금융]의

28 특정한, 특별한

29 외국에[으로]

30 (배/비행기/열차에) 타고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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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59

1 천재[영재]

2 사생활

3 때[경우], (특별한) 행사

4 권한[권위], 당국

5 설명, 지시

6 전문직

7 직업, 점령

8 포함하다, 관련시키다

9 수행[실시]하다

10 제안하다, 청혼하다

11 찬성[승인]하다

12 도시의

13 확실한[명확한]

14 의식하는, 의식이 있는

15 중독된[푹 빠진]

16 revolution

17 property

18 surgery

19 servant

20 rank

21 principle

22 advantage

23 reserve

24 donate

25 reveal

26 admit

27 extreme

28 academic

29 guilty

30 generally

누적 테스트 DAY 59

1 세금

2 수수료[요금]

3 연료

4 규모, 등급, 저울

5 소득[수입]

6 부담[짐]

7 신원, 정체성

8 관중

9 피해[손해], 해치다

10 이익(을 얻다[주다])

11 패배(시키다), 이기다

12 과정, 가공[처리]하다

13 논평(하다)

14 구입하다, 구입(품)

15 훔치다

16 부정행위를 하다, 속이다

17 설득하다

18 ~에 위치하다, 위치를 찾아내다

19 구별하다

20 조사하다

21 동일[동등]한, 같다

22 낮추다, 아래의

23 보통[평소]의

24 특이한

25 열대의

26 정확한

27 인공[인조]의

28 충분한

29 드물게[좀처럼 ~ 않는]

30 거의 ~ 않다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1800(개정판)
[부록] 퀴즈 테스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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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테스트 DAY 60

1 통로

2 외모, 출현

3 움켜잡다[잡아채다], 잡아채기

4 땀(을 흘리다)

5 스위치, 전환, 바꾸다

6 거대한, 거인

7 분명한, 소박한, 평야

8 강탈하다[털다]

9 찾다, (추)구하다

10 (회)피하다

11 흔들(리)다

12 설립하다

13 자기[자성]의, 자석 같은

14 어리석은[우스꽝스러운]

15 위층으로[에], 위층(의)

16 ceiling

17 steel

18 mankind

19 poet

20 device

21 destination

22 consumer

23 passion

24 pill

25 detective

26 chef

27 cancel

28 steep

29 logical

30 rotten

누적 테스트 DAY 60

1 (비)율, 요금, 속도

2 원칙[원리/법칙]

3 천재[영재]

4 권한[권위], 당국

5 재산

6 유리한 점[이점]

7 혁명

8 직업, 점령

9 설명, 지시

10 기회

11 후회(하다), 유감

12 진보[진전/진행](하다)

13 대중[공공]의, 대중

14 복잡한, 단지, 콤플렉스

15 인정[시인]하다

16 드러내다[밝히다]

17 포함하다, 관련시키다

18 기부[기증]하다

19 예약하다

20 찬성[승인]하다

21 수행[실시]하다

22 제안하다, 청혼하다

23 교장, 장, 주요한

24 도시의

25 죄책감을 느끼는, 유죄의

26 확실한[명확한]

27 중독된[푹 빠진]

28 의식하는, 의식이 있는

29 그렇지 않으면

30 일반적으로[대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