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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정답(답지가 안 보이게 반으로 접으시오) 단어의 뜻을 쓰시오.

1 movable 움직일 수 있는 movable

2 reliable 믿을 수 있는 reliable

3 sensible 분별 있는 sensible

4 careful 주의 깊은 careful

5 hopeful 희망에 찬 hopeful

6 forceful 강력한 forceful

7 countless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countless

8 endless 끝없는 endless

9 basic 기초적인 basic

10 typical 전형적인 typical

11 familiar 친근한 familiar

12 supplementary 보충의 supplementary

13 satisfactory 만족스러운 satisfactory

14 costly 비싼 costly

15 timely 시기적절한 timely

16 dangerous 위험한 dangerous

17 ambitious 야심 찬 ambitious

18 fortunate 운이 좋은 fortunate

19 favorite 매우 좋아하는 favorite

20 pleasant 즐거운 pleasant

21 different 다른 different

22 foolish 어리석은, 터무니없는; 
불합리한

foolish

23 selfish 이기적인 selfish

24 national 국가의 national

25 spiritual 정신적인 spir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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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정답(답지가 안 보이게 반으로 접으시오) 단어의 뜻을 쓰시오.

26 active 활동적인 active

27 informative 유익한 informative

28 healthy 건강한 healthy

29 risky 위험한 risky

30 childish 유치한 childish

31 childlike 천진난만한 childlike

32 comparable 비교될 만한 comparable

33 comparative 비교적인, 상대적인 comparative

34 considerable 상당한 considerable

35 considerate 생각이 깊은, 배려하는 considerate

36 continual 빈번한, 반복되는 continual

37 continuous 끊임없는, 계속 이어지는 continuous

38 economic 경제(학)의 economic

39 economical 절약이 되는 economical

40 historic 역사적으로 중요한 historic

41 historical 역사(상)의 historical

42 industrial 산업의 industrial

43 industrious 근면한 industrious

44 intellectual 지적인 intellectual

45 intelligent 총명한 intelligent

46 respectable 존경할 만한 respectable

47 respectful 경의를 표하는 respectful

48 sensible 분별 있는 sensible

49 sensitive 민감한 sensitive

50 social 사회적인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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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sociable 사교적인 sociable

52 literal 글자 그대로의 literal

53 literary 문학의 literary

54 literate 읽고 쓸 줄 아는 literate

55 successful 성공적인 successful

56 successive 연속적인 successive

57 imaginable 상상할 수 있는 imaginable

58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imaginative

59 imaginary 상상의 imaginary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