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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단어 뜻 영어단어 뜻

1 in-flight 비행중의 in-flight

2 bound for ~을 향한, ~행 bound for

3 get a view of ~을 보다 get a view of

4 get to ~에 도착하다 get to

5 nap 낮잠 nap

6 be supposed to ~해야 한다 be supposed to

7 regard ~ as … ~을 …으로 간주하다 regard ~ as …

8 snap one’s fingers 손가락을 튕겨 소리 내다 snap one’s fingers

9 take care to ~하도록 조심하다 take care to

10 cathedral 대성당 cathedral

11 heritage 유산 heritage

12 belong to ~에 속하다 belong to

13 canal 운하 canal

14 anniversary 주년, 기념일 anniversary

15 argue 논쟁하다 argue

16 lawyer 변호사 lawyer

17 path 경로, 길 path

18 come to life 되살아나다 come to life

19 pretend ~인 척하다 pretend

20 significant 중요한, 의미심장한 significant

21 theater 극장 theater

22 role 역할 role

23 destination 목적지, 관광지, 여행지 destination

24 gondola 곤돌라 gondola

25 extremely 매우, 극도로 extremely

26 guest 손님 guest

27 steer 조종하다 steer

28 bed-and-breakfast 아침식사가 제공되는 숙박 bed-and-breakfast

29 thrilled 아주 흥분한, 신이 난 thr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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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impress
깊은 인상을 주다, 감동을 
주다

impress

31 craft 공예 craft

32 elegant 우아한 elegant

33 identity 신분, 정체 identity

34 glass-blower 유리 부는 장인 glass-blower

35 lump 덩어리 lump

36 professional 직업의, 전문적인 professional

37 souvenir 기념품, 추억 souvenir

38 pickout 고르다 pickout

39 save the day (궁지에서) 구해 주다 save the day

40 contract 계약 contract

41 defend 방어하다 defend

42 flesh 살, 고기 flesh

43 judge 판사, 심판 judge

44 law 법 law

45 dazzling 눈부신, 휘황찬란한 dazzling

46 mosaic 모자이크 mosaic

47 mythological 신화의 mythological

48 army 군대 army

49 charming 매력적인, 멋진 charming

50 escape 달아나다, 탈출하다 escape

51 flow 흐르다 flow

52 muddy 진창인, 진흙투성이의 muddy

53 prison 감옥, 교도소 prison

54 turn into ~이 되다, ~로 바꾸다 turn into

55 one of a kind 특별한 것[사람] one of a kind

56 appreciate 진가를 알아보다 appreciate

57 complicate 복잡하게 만들다 complicate

58 hesitate 망설이다, 주저하다 hes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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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immediately 즉시 immediately

60 shore 기슭, 해안 shore

61 sight 시력, 시야 sight

62 expense 비용 expense

63 spirit 정신, 영혼 spirit

64 trail 자국, 흔적 trail

65 vividly 생생하게 vividly

66 terrific 아주 좋은, 훌륭한 terrific

67 ferry 연락선 ferry

68 outstanding 뛰어난, 걸출한 outstanding

69 emergency 비상 emergency

70 licence 면허(증), 자격(증) licence

71 necessary 필요한 necessary

72 first-aid kit 구급상자 first-aid kit

73 get in ~을 타다 get in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