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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19번

product 제품 continue 계속하다

traditional 전통의 blow (바람이) 불다

fan dance 부채춤 measure 측정하다, 판단하다

search 검색하다 conscious 의식적인

different 다른 somehow 어쨌든

put effort into ~에 노력을 들이다 uproot 뿌리째 뽑다

present 보여주다, 제시하다 criss-cross (많은선이교차하는)십자형의 

authentic 진짜의 hold onto ~을 꼭 잡다

flavor 맛, 특징 sway 흔들리다

reputation 평판 dangerously 위험하게

sincerely 진심으로 wail 울부짖다

correct 바로잡다 clutch 꽉 움켜잡다

huddle
(춥거나 무서워서)옹송그리며 모

이다

churn 휘젓다

20번 21번

poll 여론조사 universal 보편적인

recent 최근의 behavioral 행동의

lack 부족하다 defensive 방어적인

famine 기근 mammal 포유동물

unnecessary 불필요한 tonic immobility 긴장성 부동화

reduced 줄어든 prevent 막다

performance 성과 whereas 반면에

negatively 부정적으로 bury 묻다

affect 영향을 미치다 rodent 설치류

end up ~ing 결국 ~에 처하게 되다 shovel 파다, 삽

realize 깨닫다 aversive 혐오의

destination 목적지 stimulus 자극

assume 가정하다 retreat
(안전한 곳으로)도피하다, 후퇴

하다

trap 함정 predator 포식자

     [문항별 어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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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23번

expert 전문가 instinct 본능

addiction 중독 scent 향기

recognize 인정하다, 알아보다 stimulate 자극하다

tracker 추적기 utilize 활용하다

inspire 격려하다 aroma 향기

sedentary 주로 앉아서 지내는 advantage 장점

take up ~을 시작하다 intense 강렬한, 극심한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inhale 들이마시다

convince 확신하다 incense 향

separate 분리하다 meditation 명상

mention 언급하다 encounter 맞닥뜨리다

outsource 위탁하다, 위임하다 response 반응

sustain (피해 등을) 입다 throughout 도처에, ~동안 죽

stress fracture 피로 골절

24번 25번

distribution 분포 codiscoverer 공동 발견자

status 상태 structure 구조

income 소득 molecule 분자

own account worker 자영 노동자 attend 다니다, 참석하다

unpaid 무급의 physics 물리학

temporary 임시의 graduate 졸업하다

contract 계약
Bachelor of Science 

degree 
이학 학사 학위

permanent worker 정규 직원 conduct 수행하다, 실시하다

comprise 구성하다, 차지하다 interrupt 중단시키다, 방해하다

proportion 비율 outbreak 발발

account for ~을 차지하다 involve 참여시키다, 관련시키다

respectively 각각 biology 생물학

collaborative 공동의

     [문항별 어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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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27번

consistof 구성되다 amazing 멋진

inspiration 영감 travel 여행

collaboration 협력 detail 세부사항

personal 개인적 duration 지속시간

coach 코치 Spanish 스페인어

guide 지도하다, 안내하다 French 프랑스어

session 기간 include 포함하다

location 장소, 위치 professional 전문직 종사자

avenue 거리, 가 cancellation 취소

skill 기술 policy 정책

communication 의사소통 inadvance 미리, 사전에

additional 추가의 refund 환불

sibling 형제자매 essential 필수적인

stroller 유모차

28번 29번

ancient 고대의 physical 신체의, 물질의

invent 발명하다 dispel 떨쳐버리다

demonstrate 설명하다 negative 부정적인

temple 사원 sufferfrom ~으로 고통받다

dangle 매달다 depression 우울증

ceiling 천장 motivation 동기부여

knot 매듭 lack 부족

represent 나타내다 compound 악화시키다, 혼합하다

flame 불꽃 getridof 제거하다

indicate 가리키다 state 상태

priest 사제, 승려 positive 긍정적인

obviously 명백히, 확실히 deconstruct 해체하다

constant 일정한, 끊임없는 affect 영향을 미치다

drain 물이 빠지다

     [문항별 어휘 정리]



2017년 고2 11월 모의고사                                          Part C WorkBook

종각수능E 연구회 http://cafe.naver.com/jgestudy                                   6   

30번 31번

respective 각자의 nature 본질, 자연

intelligent 총명한, 재치있는 completely 완전히

suggest 제안하다 overnight 하룻밤 사이에

turn 돌아보다 unstable 불안정한

trainer 조련사 norm 기준

beast 동물 habitual 습관적인

passby 지나가다 routine 일상

escape 탈출하다 underwear 속옷

breakfree 도망치다 neighbor 이웃

simply 단순히 latchonto 자기 것으로 하다

accept 받아들이다 require 요구하다

a way of life 삶의 방식 repetition 반복

stability 안정감

provide 제공하다

32번 33번

specialize 전문화하다, 분화시키다 goods 상품, 제품

touch 촉각 formulate
만들어내다, 명확하게 나타

내다

vibrate 진동하다 conspicuous consumption 과시적 소비

convert 전환시키다, 개조하다 status 지위

interpret 해석하다 willingness 기꺼이 하고자함

hearing 청각 acquire 얻다

frequency 주파수 noticeably 눈에띄게

inefficient 비효율적인 equivalent 동등한것

take over 더 커지다, 중요해지다 well off 부유한, 잘사는

distinction 구분, 차이 reduction 하락, 감소

deafness 귀먹음, 귀머거리 temporary 일시적인

     [문항별 어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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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35번

property 특성 identity  theft 신원 도용

plasticity 가소성, 성형력 credentials 신용 증명물

life span 수명 token 징표

maturation 성인, 성숙 convince 확신시키다

capacity 능력 ingredient 요소

appreciation 이해, 감상 fraud 사기

aging 노화 by far 훨씬, 단연코

neuron 신경세포 intercept 가로채다

adolescence 청소년기 drastically 심하게, 철저하게

cognitive 인지의, 인식력있는

compensate for ~을 보충하다

restoration 회복

36번 37번

formulate 만들어내다 artificial 인공의

reverse 정반대의 underlying 근본적인

adult learning 성인 학습 determine 결정하다

institution 기관 cathedral 성당

informal 비형식적인 playfulness 명랑함

metaphor 비유, 은유 resident 거주자

invisible 보이지 않는 virtual 가상의

flexible 융통성이 있는 makeup 구성

experiential 경험적인, 경험상의 intimately 친밀하게

     [문항별 어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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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 39번

foundation 토대 capital 자본 

trace 흔적 instability 불안정성 

bedrock 암반 contributor 기여요인 

occupy 차지하다 invest 투자하다

sanctuary 신전, 보호구역 liberalization 자유화 

bank 강둑 tapinto 이용하다 

excavation 발굴 border 국경 

archaeologist 고고학자 domestic 국내의 

significant 중요한 spread 분산시키다 

refer to 언급하다 inthewakeof ~의 결과로 

regulatory 규제하는 

fund 자금

aid 도움이 되다 

scope 범위 

40번

term 용어 

distribution 분배 

relateto ~와 관계가 있다

inequality 불평등 

norm 규범 

acceptance 수용 

define 정하다, 규정짓다 

hierarchy 계층 

minimal 최소한의 

fluidity 유동성 

beviewedas ~로 여겨진다 

moveup 상승시키다 

reluctant 마음 내키지 않는 

willing 기꺼이하는 

     [문항별 어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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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번 41~42번

feature 다루다 

traumatic 트라우마의 

surgery 수술 

fatal 치명적인 

disturbed 불안한 

force O toV ~하게 강요하다

flashback 회상장면 

initial 초기의 

prevent A from B A가 B하는 것을 막다

soakup 흡수하다 

horrific 끔찍한

imperfectly 불완전하게 

psychiatric 정신병의 

cognitive 인지적인

43~45번 43~45번

concentration 집중력 

endup 결국 ~되다 

ditch 도랑 

reverse 후진시키다 

plight 곤경 

barn 헛간 

weathered 노쇠한 

heave 끌어당기다

pat 쓰다듬다 

instruction 지시 

stranded 꼼짝 못하게 된 

octogenarian 80대인 사람 

     [문항별 어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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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19번

product continue

traditional blow

fan dance measure

search conscious

different somehow

put effort into uproot

present criss-cross

authentic hold onto

flavor sway

reputation dangerously

sincerely wail

correct clutch

huddle

churn

20번 21번

poll universal

recent behavioral

lack defensive

famine mammal

unnecessary tonic immobility

reduced prevent

performance whereas

negatively bury

affect rodent

end up ~ing shovel

realize aversive

destination stimulus

assume retreat

trap predator

     [문항별 어휘 정리 - 한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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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23번

expert instinct

addiction scent

recognize stimulate

tracker utilize

inspire aroma

sedentary advantage

take up intense

consistently inhale

convince incense

separate meditation

mention encounter

outsource response

sustain throughout

stress fracture

24번 25번

distribution codiscoverer 

status structure 

income molecule 

own account worker attend 

unpaid physics 

temporary graduate 

contract
Bachelor of Science 

degree 

permanent worker conduct 

comprise interrupt 

proportion outbreak 

account for involve 

respectively biology 

collaborative 

     [문항별 어휘 정리 - 한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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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27번

consistof amazing 

inspiration travel 

collaboration detail 

personal duration 

coach Spanish 

guide French 

session include 

location professional 

avenue cancellation

skill policy 

communication inadvance 

additional refund 

sibling essential 

stroller 

28번 29번

ancient physical 

invent dispel 

demonstrate negative 

temple sufferfrom 

dangle depression 

ceiling motivation 

knot lack 

represent compound 

flame getridof 

indicate state 

priest positive 

obviously deconstruct 

constant affect 

drain 

     [문항별 어휘 정리 - 한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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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31번

respective nature 

intelligent completely 

suggest overnight 

turn unstable 

trainer norm 

beast habitual 

passby routine 

escape underwear 

breakfree neighbor 

simply latchonto 

accept require 

a way of life repetition 

stability 

provide 

32번 33번

specialize goods

touch formulate

vibrate conspicuous consumption

convert status

interpret willingness

hearing acquire

frequency noticeably

inefficient equivalent

take over well off

distinction reduction

deafness temporary

     [문항별 어휘 정리 - 한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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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35번

property identity  theft

plasticity credentials

life span token

maturation convince

capacity ingredient

appreciation fraud

aging by far

neuron intercept

adolescence drastically

cognitive

compensate for

restoration

36번 37번

formulate artificial

reverse underlying

adult learning determine

institution cathedral

informal playfulness

metaphor resident

invisible virtual

flexible makeup

experiential intimately

     [문항별 어휘 정리 - 한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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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 39번

foundation capital 

trace instability 

bedrock contributor 

occupy invest 

sanctuary liberalization 

bank tapinto 

excavation border 

archaeologist domestic 

significant spread 

refer to inthewakeof 

regulatory 

fund

aid

scope 

40번

term 

distribution 

relateto 

inequality 

norm 

acceptance 

define 

hierarchy 

minimal 

fluidity 

beviewedas 

moveup 

reluctant 

willing

     [문항별 어휘 정리 - 한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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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번 41~42번

feature 

traumatic 

surgery

fatal 

disturbed 

force O toV

flashback 

initial 

prevent A from B

soakup 

horrific 

imperfectly 

psychiatric 

cognitive

43~45번 43~45번

concentration 

endup 

ditch

reverse 

plight 

barn 

weathered 

heave 

pat 

instruction

stranded 

octogenarian 

     [문항별 어휘 정리 - 한글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