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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강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1 단어시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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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arrior 전사 warrior

2 sharpness 날카로움 sharpness

3 penalty 징벌, 벌칙 penalty

4 revere 숭배하다, 존경하다 revere

5 spear 창 spear

6 endurance 끈기 endurance

7 shield 방패 shield

8 deprive ~ of ... ~에게서 ~을 박탈하다 deprive ~ of ...

9 immerse ~에 푹 빠지게 하다, ~에 

몰두하게 하다

immerse

10 grade 평가하다, 등급을 매기다 grade

11 keep ~ in mind ~을 염두에 두다 keep ~ in mind

12 overly 지나치게 overly

13 flawless 완벽한 flawless

14 component 요소 component

15 intelligent 지적인 intelligent

16 come up with 생각해 내다 come up with

17 responsibility 책임 responsibility

18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communicate

19 impress 깊은 인상을 주다 impress

20 crucial 결정적인, 중대한 crucial

21 sophisticated 정교한 sophisticated

22 wilderness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황무지

wilderness

23 local 지역의, 토착의 local

24 inhabitant 거주 동물, 거주자 inhabitant

25 scramble 쟁탈전, 뒤섞기 scramble

26 facilitate 촉진시키다, 수월하게 하다 facil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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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강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1 단어시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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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domestic 가정의, 사육되어 길든, 국내의 domestic

28 rate 비율 rate

29 management 관리 management

30 isolate 고립시키다 isolate

31 on the grounds that ~을 근거로 on the grounds that

32 fragile 깨지기 쉬운 fragile

33 spread 떠지다 spread

34 establish 설립하다 establish

35 access 접근 access

36 contradictory 반대되는 contradictory

37 disturbance 방해, 소동 disturbance

38 emotional 감정적인 emotional

39 fuel 연료 fuel

40 Indy 인디레이스(도드라지게 
만든 트랙에서 하는 자동차 
경주의 하나)

Indy

41 pit stop (자동차 경주 중의 재급유, 

타이어 교체 등을 위한) 

도중 정차

pit stop

42 sap 약화시키다 sap

43 drain 소모, 소모하다 drain

44 charger 충전기 charger

45 damage 손상시키다 damage

46 protest 항의 protest

47 Chilean 칠레 사람의 Chilean

48 resistance 저항 resistance

49 oppression 억압 oppression

50 ban 금지하다 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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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강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1 단어시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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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mural 벽화 mural

52 under the cover of 

night

야음을 틈타 under the cover of 

night

53 military police 헌병대 military police

54 countryman 동포 countryman

55 scrap (옷감 등의) 조각 scrap

56 depict 묘사하다, 그리다 depict

57 battle 전투 battle

58 punishment 처벌 punishment

59 run away 도망치다 run away

60 severely 심하게 severe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