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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단어 뜻 영어단어 뜻

ex1 pilot 비행기 조종사 pilot

mysteriously 신비스럽게 mysteriously

bank 강둑 bank

unsteady 불안정한 unsteady

charity 자선 charity

remark 말하다 remark

stretch 펼쳐지다 stretch

let go of ~을 놓다 let go of

ex2 wax 왁스칠하다 wax

precisely 정확하게 precisely

circular motion 원을 그리는 동작 circular motion

hammer 망치로 치다 hammer

nail 못 nail

puzzled 당혹스러운 puzzled

martial art 무술 martial art

defend 방어하다 defend

household chores 집안일 household chores

restore 복구하다 restore

explode 폭발하다 explode

with rage 격분하여 with rage

hesitation 망설임, 주저함 hesitation

core 핵심 core

deceptively 현혹될 정도로 deceptively

absorb 흡수하다 absorb

1 client 고객 client

come away from ~을 떠나다 come away from

executive search 고급 인재 찾기 = 헤드헌팅 executive search

pursue 계속진행하다 pursue

come across well 좋은 인상을 주다 come across well

build up ~을 과대 포장하다 build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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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neous 잘못된 erroneous

matter 문제 matter

favorably 호의적으로 favorably

letdown 실망 letdown

assumption 가정 assumption

interviewee 면접대상자 interviewee

agent 직원, 에이전트 agent

applicant 지원자 applicant

delude 속이다, 현혹시키다 delude

apparently 분명히 apparently

close to ~에 접근하다 close to

2 accumulate 축적하다, 모으다 accumulate

flesh-and-blood 혈율의 flesh-and-blood

mansion 대저택 mansion

request 요청 request

simply 정말, 아주 = very simply

fabulous 엄청난 fabulous

claim 주장하다, 주장 claim

barricade 바리케이드, 통행차단물 barricade

loan 빌려주다 loan

found 설립하다 found

ignore 모른 체하다, 무시하다 ignore

privacy 사생활 privacy

routinely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routinely

disturb 방해하다 disturb

3 picnic 소풍가다 picnic

toddler 아장아장 걷는 아기 toddler

episode 일, 사건 episode

press 누르다 press

whine 징징거리다 whine

wiggle 꿈틀거리다 wi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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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ness 지켜보다, 목격하다 witness

4 renowned 유명한 renowned

chance 가망, 가능성 chance

discourage 기를 꺾다 discourage

voice coach 발성 코치 voice coach

encourage 부추기다 encourage

recording 녹음한 것 recording

day job 본업 day job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