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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단어 뜻 영어단어 뜻

ex1 actually 실제로 actually

try out for ~을 해보려고지원하다 try out for

likeable 호감이 가는 likeable

award 상 award

industry (특정분야)산업~업 industry

lottery 복권 lottery

be amazed at ~놀라다 be amazed at

ex2 morality 도덕 morality

deficient 부족한 deficient

scale 저울 scale

get around to doing ~하기까지하다
~에까지 손이 미치다 get around to doing

happen to do 우연히~하다 happen to do

rack 선반 rack

instantly 즉시 instantly

seesaw 시소 seesaw

tip 기울다 tip

install 설치하다 install

light bulb 전구 light bulb

Hardware store  철물점 Hardware store

1 manipulate 조작하다 manipulate

at will 마음대로 at will

notorious 악명 높은 notorious

process 가공하다 process

considerably 상당히 considerably

preference 선호,기호 preference

sensory 감각의 sensory

nutritional 영양의 nutritional

hazard 위험 hazard

clearly 분명히 cl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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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y 집합체 array

adequate 적절한 adequate

property 속성,특성 property

current 현재의 current

content 내용물;함량 content

evident 알수있는,명백한 evident

vast 엄청난 vast

2 voice 말로 나타내다 voice

undergraduate 학부의;학부 undergraduate

form 형성하다 form

tutor 개별지도교수 tutor

impress 인상을 남기다 impress

instant 즉각적인 instant

as to ~에 관한 as to

tutorial 개별지도시간 tutorial

hesitant 주저하는 hesitant

educated 교양 있는 educated

point 길을 알려주다 point

stimulate 자극하다 stimulate

feedback 조언 feedback

gratified 기뻐하는 gratified

written work 교재강의 written work

degree level 학부 수준 degree level

get~right ~을 올바르게 이해하다 get~right

direction 방향 direction

debate 논쟁 debate

relevant 적절한 relevant

contribution 기여 contribution

3 examine 검토하다 examine

Manage to do ~해내다 Manage to do

deny 부인하다 de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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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 회사 firm

chance 가능성 chance

document 문서 document

confront 대명하다 confront

4 threat 위협 threat

gain 이익 gain

submarine 바다 속의 submarine

Open to exploitation ~을 채굴할 수 있게 하다 Open to exploitation

port 항구 port

envelop 뒤덮다,감싸다 envelop

planet 지구,행성 planet

decline 감소 decline

energy reserve 비축에너지 energy reserve

navigation 향해 navigation

poisonous 유독힌 poisonous

brighten 활기를 주다 brighten

Arctic 북극의 Arctic

Ice-bound 얼음에 갇힌 Ice-bound

harsh 혹독한,가혹한 har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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