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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nterviewer 면접관 interviewer

2 interviewee 면접 대상자 interviewee

3 inventor 발명가 inventor

4 prosecutor 검사 prosecutor

5 assistant 보조자 assistant

6 attendant 수행원 attendant

7 servant 하인 servant

8 resident 거주자 resident

9 novelist 소설가 novelist

10 psychologist 심리학자 psychologist

11 relative 친척 relative

12 representative 대표자 representative

13 secretary 비서 secretary

14 missionary 전도사 missionary

15 economics 경제학 economics

16 politics 정치학 politics

17 physics 물리학 physics

18 appearance 출현; 외모 appearance

19 difference 차이(점) difference

20 certainty 확실성 certainty

21 ability 능력 ability

22 discovery 발견 discovery

23 bravery 용기 bravery

24 arrival 도착 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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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creature 창조물 creature

27 failure 실패 failure

28 agreement 동의 agreement

29 assessment 평가 assessment

30 movement 움직임 movement

31 translation 번역 translation

32 introduction 소개 introduction

33 invitation 초대 invitation

34 truth 진실 truth

35 width 너비 width

36 kindness 친절 kindness

37 weakness 허약함 weakness

38 accuracy 정확함 accuracy

39 privacy 사생활 privacy

40 citizenship 시민권 citizenship

41 leadership 통솔력 leadership

42 childhood 유년기 childhood

43 neighborhood 근처, 이웃 neighborhood

44 realism 현실주의 realism

45 optimism 낙천주의 optimism

46 criticism 비평 criticism

47 booklet 소책자 booklet

48 leaflet (광고용) 전단 leaflet

49 cigarette 담배 cigar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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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civilize 문명화하다 civilize

52 originate 유래하다 originate

53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motivate

54 justify 정당화하다 justify

55 simplify 단순화하다 simplify

56 deepen 깊게 하다 deepen

57 frighten 무섭게 하다 frighten

58 loudly 큰 소리로 loudly

59 comfortably 편안하게 comfortably

60 eastward 동쪽으로 eastward

61 upward 위쪽으로 upward

62 always 항상 always

63 anyway 어쨌든 anyway

64 otherwise 달리, 다르게 otherwi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