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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	with pleasure  기꺼이, 쾌히

□ 002	ancient  고대의, 옛날의

□ 003	attend  참석하다

□ 004	remains  유적, 유물

□ 005	lecture  강연, 강의

□ 006	currently  현재는, 지금은

□ 007	appreciate  감사하다

□ 008	site  위치, 장소, 소재지

□ 009	be willing to V  기꺼이 V하다

□ 010	arrangement  준비

□ 011	available  (사람이) 시간 여유가 있는

□ 012	permit  가능하게 하다; 허락하다

19
□ 013	march  진군, 행진

□ 014	Asia Minor  소아시아(현재 터키의 대부분)

□ 015	fall ill  병이 나다

□ 016	physician  의사

□ 017	treat 치료하다; 처리하다

□ 018	blame  비난하다

□ 019	take the risk  위험을 감수하다

□ 020	confidence  확신

□ 021	accuse  고발하다

□ 022	bribe  뇌물을 주다

□ 023	poison  독; 독살하다

□ 024	hand  건네주다

□ 025	horrified  공포에 질린

□ 026	throw oneself down  엎드리다

□ 027	assure  안심시키다; 보증하다

□ 028	confidence  자심감; 신뢰, 믿음

□ 029	honor  명예; 신의(信義)

□ 030	well 건강한

20
□ 031	catch ~에 닿다(= hit, touch)

□ 032	silky  비단 같은

□ 033	hind  뒤쪽의, 뒤의

□ 034	study  자세히 살펴보다

□ 035	lower  낮추다, 내리다; 줄이다

□ 036	roll along (구르듯이) 나아가다

□ 037	stem  (나무 등의) 줄기

□ 038	in seconds  곧, 금세

□ 039	be gone  가버리다, 없어지다

□ 040	tip  끝(부분)

□ 041	delicately  섬세하게

□ 042	stick to  ~에 달라붙다

□ 043	make sense  이치에 맞다

□ 044	make no sense  아무 의미가 없다

□ 045	disbelief  불신, 의혹

□ 046	shiver  떨다

□ 047	attack  공격하다

□ 048	scared  겁먹은

□ 049	terrified  두려운

□ 050	indifferent  무관심한, 냉담한

21
□ 051	effect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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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9	ultimately  궁극적으로

□ 080	debate  토론

□ 081	allow for  ~을 고려하다

□ 082	preparation  준비

□ 083	confidence  확신; 자신감

□ 084	passion  열정

□ 085	support  지지하다, 옹호하다

□ 086	argument 주장, 논거; 논의, 논쟁, 토론

□ 087	strategy  전략

□ 088	anxiety  불안

□ 089	participant  참가자

□ 090	repetition  반복

□ 091	cope with  ~에 대처하다

□ 092	inevitable  불가피한

□ 093	interfere with ~을 방해하다

23
□ 094	hardship  고난

□ 095	desire  바라다

□ 096	spare A from ~ing  A가 ~하지 않게 하다

□ 097	go through  ~을 겪다

□ 098	unpleasant  불쾌한

□ 099	noble  고귀한

□ 100	stem from  ~에서 비롯되다[기원하다]

□ 101	concern  걱정, 염려

□ 102	prevent  막다

□ 103	interpersonal  대인 관계의

□ 104	acquire  습득하다

□ 105	doubtful  의문이 드는

□ 052	distribute  분포시키다

□ 053	regarding  ~에 관해서

□ 054	in general 일반적으로

□ 055	be likely to   ~할 것 같다

□ 056	sensitive  민감한, 예민한

□ 057	heavily  심하게, 몹시

□ 058	sector  부문

□ 059	forestry  임업

□ 060	region  지역

□ 061	face  직면하다

□ 062	decline  감소하다; 거절하다

□ 063	yield  수확량

□ 064	struggle to V  힘들게 V하다

□ 065	sufficient  충분한

□ 066	domestic  국내의

□ 067	consumption  소비

□ 068	make up for  ~을 메우다[벌충하다]

□ 069	likely  아마

□ 070	output  산출, 생산량

□ 071	source  원천, 근원, 출처

□ 072	in volume  대량으로

□ 073	potentially  잠재적으로

□ 074	suitable  적합한

22
□ 075	nervousness  불안(감)

□ 076	serve as  ~의 역할을 하다

□ 077	significant  중대한; 상당한

□ 078	barrier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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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outnumber  ~보다 수가 많다

□ 132	take up  차지하다

26
□ 133	composer  작곡가

□ 134	unique  독특한

□ 135	performnce  연주, 연기; 실행, 공적

□ 136	minister  성직자

□ 137	debut  데뷔

□ 138	conductor  지휘자

□ 139	co-found  공동 설립하다

□ 140	be caught up in  ~에 사로잡히다

□ 141	tide  경향, 흐름, 조류

□ 142	nationalism  민족주의

□ 143	cancer  암

□ 144	despite  ~에도 불구하고

27
□ 145	invite  초대하다

□ 146	community  지역 사회

□ 147	discount  할인

□ 148	purchase  구입하다

□ 149	sign up  신청하다

□ 150	registration  등록

28
□ 151	awareness  인식, 자각, 의식

□ 152	reflect  반영하다, 나타내다

□ 106	curse  저주

□ 107	gratification  만족, 큰 기쁨

□ 108	deal with  다루다

24
□ 109	archaeologist  고고학자

□ 110	fee  수수료, 포상금

□ 111	incentive  포상금

□ 112	be torn apart  산산이 찢기다[산산조각 나다]

□ 113	reward  보상(금), 현상금

□ 114	locate  찾아내다

□ 115	board  이사회, 위원회

□ 116	invest  투자하다

□ 117	lower  낮추다, 내리다

□ 118	respond to  ~에 반응하다

□ 119	interest  이익

□ 120	noteworthy  주목할 만한

□ 121	radically  급격하게

□ 122	come into play  시행되다, 시작되다

□ 123	intention  의도

□ 124	*scroll 두루마리

25
□ 125	distribution  분포

□ 126	consume  소비하다

□ 127	traditional  전통적인

□ 128	format  형식

□ 129	except (for ~)  ~을 제외하고는

□ 130	narrow  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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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factor  요소

□ 179	value  소중하게 생각하다

□ 180	secure  보장하다

□ 181	neglect  무시하다

□ 182	responsibility  책임

□ 183	fundamental  기본적인

31
□ 184	urge 자극하다, 촉구하다

□ 185	regulate  규제하다

□ 186	persuade  설득하다

□ 187	vary  다르다, 다양하다

□ 188	degree  정도

□ 189	significant  상당한, 중요한

□ 190	attempt  시도

□ 191	official  공식적인

□ 192	induce  유도하다, 설득하여 ~하게 하다

□ 193	description  묘사

□ 194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 195	analyst  분석가

32
□ 196	region  지역

□ 197	packed with  ~로 가득찬

□ 198	vital  필수적인

□ 199	nutrient  영양분

□ 200	crop  농작물

□ 201	exposure  노출

□ 202	sufficient  충분한

□ 153	submit  제출하다; 굴복시키다

29
□ 154	describe 묘사하다

□ 155	absurd  불합리한, 터무니없는

□ 156	distinguish  구별하다

□ 157	relate  관련시키다

□ 158	confusing  혼동하는

□ 159	structure  구조

□ 160	exist  존재하다

□ 161	make sense of  이해하다

□ 162	apply to  적용하다

□ 163	refer to  지칭하다, 언급하다

□ 164	kin  친족

□ 165	translate  번역하다

30
□ 166	suggest  제시하다

□ 167	argument  주장, 논쟁

□ 168	equality  평등

□ 169	justice  정의

□ 170	fate  운명

□ 171	determine  결정하다

□ 172	acceptable  받아들일 만한, 만족스러운

□ 173	intolerable  참을 수 없는; 지나친

□ 174	seek  노력하다

□ 175	eliminate  제거하다

□ 176	inequality  불평등

□ 177	well-being  행복



http://cafe.naver.com/hongsoonbum52017년 9월 고2 모의고사 | 어휘 암기 단어장

어휘 암기

2017년 9월 고2 모의고사
어휘

34
□ 230	government 정부

□ 231	socialist 사회주의

□ 232	fix 고정시키다

□ 233	profit 이익, 이윤

□ 234	motive 동기

□ 235	involved 관련된, 포함된

□ 236	quota 할당량

□ 237	strategy  전략

□ 238	revise 수정하다

□ 239	output 생산량

□ 240	weigh 무게가 나가다

□ 241	respond 반응하다

□ 242	efficient 효율적인

□ 243	but ~을 제외하고

□ 244	nothing but  오직

□ 245	motivation  동기 부여

35
□ 246	humidity 습도

□ 247	pressure 압력; 기압

□ 248	radiation 복사열

□ 249	near  ~에 다가오다

□ 250	seek  추구하다, 찾다

□ 251	delivery 배달

□ 252	transportation 운송

□ 253	atmosphere 대기

□ 254	relevant 관련된

□ 255	previously 이전의

□ 203	blindness  실명

□ 204	deficiency  부족, 결핍

□ 205	disorder  장애, 질병

□ 206	diversify  다양화하다

□ 207	assistance  도움, 지원

□ 208	imbalance  불균형

□ 209	*micronutrient 미량 영양소

33
□ 210	depiction  묘사

□ 211	weedy  잡초가 많은

□ 212	patch  작은 밭; 조각, 파편

□ 213	extract  뽑아내다, 추출하

□ 214	apparently  외관상으로; 명백하게

□ 215	ordinary  평범한

□ 216	convey  전달하다; 운반하다

□ 217	artistry  예술적 기교[효과]

□ 218	pure  순수한

□ 219	humble  초라한; 겸손한

□ 220	subject  대상(對象)

□ 221	essence  본질, 핵심

□ 222	complication  복잡(성)

□ 223	insight  통찰력

□ 224	obtain  얻다, 획득하다

□ 225	problematic  해결이 어려운; 의문스러운

□ 226	objective  객관적인; 목표

□ 227	interpret  해석하다

□ 228	challenge  어려움, 난제

□ 229	modest  겸손한;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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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navigate  항로를 찾다

□ 283	route 경로, 노선

□ 284	complicated 복잡한 

□ 285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반면에

□ 286	stimulate 자극하다

□ 287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 288	trigger 유발하다

□ 289	synapse 시냅스(신경세포의 접합 부위)

□ 290	result in ~을 초래하다

□ 291	basis 토대, 기반

□ 292	improvement 개선, 향상

□ 293	mental 정신적인

□ 294	performance 수행 (능력)

□ 295	put away ~을 치우다

□ 296	satellite 위성

□ 297	navigation 길안내, 항해

□ 298	regularly 규칙적으로

□ 299	end up with 결국 ~로 끝나다

□ 300	take routes  길(노선)을 택하다

□ 301	intensively 집중적으로

□ 302	memorize 기억하다, 암기하다

□ 303	figure out 찾아내다, 알아내다

□ 304	destination 목적지

□ 305	*hippocampus (뇌의) 해마

38
□ 306	sophisticated 정교한

□ 307	lack ~가 없다, ~이 부족하다

□ 256	costly 비용이 많이드는

□ 257	accurate 정확한

□ 258	prediction 예측

□ 259	*meteorology 기상학

36
□ 260	cross 건너다, 횡단하다

□ 261	tricky 까다로운

□ 262	press    누르기, 누름

□ 263	traffic 차량의 통행

□ 264	illusion 환상

□ 265	install 설치하다

□ 266	fake 가짜의

□ 267	reduce 줄이다

□ 268	bill 요금 청구서

□ 269	complaint 불평등

□ 270	trick   속임수

□ 271	placebo 위약, 가짜 약

□ 272	sort 종류

□ 273	context 상황, 문맥

□ 274	purpose 목적

□ 275	have an influence on ~에 영향을 미치다

□ 276	endure 참다, 견디다

□ 277	signal 신호

□ 278	patience 참을성, 인내심

□ 279	go for ~에 적용되다

□ 280	panel 계기판

□ 281	design 설계하다, 고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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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customer 고객

□ 336	real estate 부동산

□ 337	property 자산

□ 338	come on the market 시장에 나오다

□ 339	trick 기술, 요령

□ 340	store 저장하다

□ 341	benefit ~에게 도움이 되다

□ 342	save A B A에게 B를 덜어주다

□ 343	chore 귀찮은 일

□ 344	address 주소

□ 345	e-commerce 전자 상거래

□ 346	concern 우려

□ 347	purchase 구입하다

□ 348	security 보안

□ 349	secure 안전한

□ 350	break into ~에 침입하다

40
□ 351	assume 가정하다

□ 352	physical 물리적인, 신체적인

□ 353	surroundings 환경

□ 354	psychologist 심리학자

□ 355	estimate 추정하다

□ 356	thirsty 목마른

□ 357	perception 인식

□ 358	show up 드러나다, 나타나다

□ 359	challenge 도전(과제)

□ 360	toss 던지다

□ 361	gift card 상품권

□ 308	motivation 동기

□ 309	play a role in ~에 역할을 하다

□ 310	essential 필수적인   

□ 311	pursuit 추구  

□ 312	nearly 거의

□ 313	emotionless 감정이 없는

□ 314	other than ~을 제외하고

□ 315	capacity 능력

□ 316	exactly 정확하게

□ 317	physical 신체적인

□ 318	cognitive 인지적인

□ 319	characteristic 특성

□ 320	behave 행동하다

□ 321	discuss 논의하다

□ 322	philosophical 철학적인

□ 323	issue 문제, 쟁점

□ 324	logic 논리

□ 325	skyscraper 고층 건물

□ 326	desire 욕구

□ 327	be dependent on ~에 좌우되다, 의존하다

39
□ 328	raise 제기하다

□ 329	track 추적하다

□ 330	violate 침해하다, 어기다

□ 331	government 정부   

□ 332	agency 기관

□ 333	accumulate 축적하다

□ 334	greet (환영하여) 맞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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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scenario 시나리오, 각본

□ 390	involved in ~에 포함된

□ 391	vary 차이를 주다, 다르다

□ 392	factor   요인

□ 393	moral 도덕적인

□ 394	minimize 최소화하다

□ 395	harm 피해

□ 396	position 입장

□ 397	respondent 응답자

□ 398	prefer  ~을 선호하다

□ 399	protect 보호하다

□ 400	self-protective 자기방어적인

□ 401	the latter 후자

□ 402	inconsistency 불일치

□ 403	illustrate 예시하다, 예를 들어 설명하다

□ 404	ethical 윤리적인

□ 405	tension 긴장

□ 406	good 이익

□ 407	the public 공공, 대중

□ 408	persist 지속되다

□ 409	range 범위

□ 410	analyze 분석하다

□ 411	*utilitarian  공리적인

43~45
□ 412	public 공립의

□ 413	deaf 청각 장애가 있는

□ 414	district 관할구, 지구

□ 415	enroll 등록시키다

□ 362	win 얻다

□ 363	short 못 미치는

□ 364	on average 평균적으로

□ 365	past ~을 지나

□ 366	evolve 진화하다

□ 367	distance 거리

□ 368	go after ~을 쫓다

□ 369	error 오류

□ 370	advantage 이점

□ 371	*beanbag 콩 주머니

41~42
□ 372	study 연구

□ 373	publish 게재하다, 출판하다, 발행하다

□ 374	reveal 드러내다

□ 375	generally    일반적으로   

□ 376	approve of ~을 찬성하다

□ 377	driverless 운전자 없는

□ 378	autonomous 자율적인

□ 379	sacrifice 희생하다

□ 380	passenger 탑승자

□ 381	pedestrian 보행자

□ 382	enthusiastic 열광적인

□ 383	vehicle 차량의 통행

□ 384	survey 설문조사

□ 385	resident 거주민

□ 386	conduct 실행하다, 실시하다

□ 387	participant 참가자

□ 388	behave 작동하다, 행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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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grader ~ 학년생

□ 417	upset 언짢은

□ 418	kindergarten 유치원

□ 419	caution  주의를 주다

□ 420	academically 학업적으로

□ 421	assessment 평가

□ 422	picture 그림, 전망

□ 423	flashing 번쩍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 424	sign language 수화

□ 425	prompt 촉구하다, 재촉하다

□ 426	appreciation 인식

□ 427	excellent 뛰어난

□ 428	senior 졸업반 학생

□ 429	following 다음의

□ 430	enroll 등록하다

□ 431	keep in touch 계속 연락하고 지내다

□ 432	treasure 소중하게 여기다

□ 433	term paper 학기 과제

□ 434	attach 첨부하다

□ 435	deal with ~을 다루다

□ 436	strong-willed 의지력이 강한

□ 437	engage A in B A를 B에 끌어들이다

□ 438	a variety of 다양한, 가지각색의

□ 439	constant 지속적인

□ 440	struggle 힘든 일, 고역

□ 441	interest ~에게 관심을 갖게 하다

□ 442	refuse  거부[거절]하다

□ 443	*wield 잘 다루다, 휘두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