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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단어 뜻 영어단어 뜻

ex1 curiosity 호기심 curiosity

essence 핵심적 특성, 본질 essence

predator 포식자 predator

human species 인류 human species

differ from ~와 다르다 differ from

thirst for ~을 갈망하다 thirst for

surroundings 주변, 환경 surroundings

unknown 미지의 unknown

civilization 문명 civilization

foundation 초석 foundation

ex2 imagination 기쁜 imagination

emotion 감정 emotion

joyful 기쁜 joyful

invent 발명하다 invent

creative 창의적인 creative

complete 완수하다 complete

task 과업,일,과제 task

at hand 당면한, 가까이 있는 at hand

1 challenge 과제, 난제 challenge

deflate 위축시키다 deflate

spirit 활기 spirit

opposite 정반대의 opposite

brutal 가차 없는 brutal

declare 분명히 언급하다 declare

engineer 설계하다 engineer

scheduling 일정 관리 scheduling

vision 미래상(예측), 비전 vision

optimism 낙관적인 optimism

perspective 관점 perspective

reflect 반영하다 reflect

�1



리카수니 영어블로그
단어 시험지

Update 2018. 2. 18.

2018 리딩파워 유형편 완성 2강      http://likasuni.tistory.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est/QA team 검사 및 품질 보증 팀 Test/QA team

skepticism 회의적 태도 skepticism

reign 지배하다, 가득하다 reign

estimate 추정하다 estimate

optimal 최적의 optimal

critical 비판적인 critical

2 Children’s librarian 아동도서관의 사서 Children’s librarian

process 과정 process

fund 자금 fund

additional 추가적인 additional

worn 낡은 worn

frequently 자주 frequently

administration 집행부 administration

previous 이전의 previous

collection 소장품, 수집품 collection

director 관리자 director

budget 예산 budget

justification 타당한 이유, 정당화 justification

inadequate 불충분한, 부적절한 inadequate

dated 구식의, 케케묵은 dated

principal 교장 principal

3 flattering 실제보다 돋보이는, 
아첨하는 flattering

intelligent 지적인 intelligent

prejudiced 편파적인. 편견을 가진 prejudiced

community 공동체, 지역 사회 community

colleague 동료 colleague

majority 대다수 majority

fair-minded 공정한 fair-minded

effect 효과, 영향 effect

again 그리고 또 again

�2



리카수니 영어블로그
단어 시험지

Update 2018. 2. 18.

2018 리딩파워 유형편 완성 2강      http://likasuni.tistory.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ublic 일반 사람들, 대중 public

describer 설명하는 사람 describer

fictional 가공의, 허구의 fictional

survey 조사, 조사하다 survey

4 nonsense 터무니없는[말도안되는]
생각 nonsense 

advertisement 광고 advertisement

device 방법, 장치 device

speed reading 속독 speed reading

emphasize 강조하다 empha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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