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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단어 뜻 영어단어 뜻

1 break down 고장 나다 break down

2 trip over ~에 걸려 넘어지다 trip over

3 injure 부상을 입다 injure

4 massive 거대한 massive

5 recent 최근의 recent

6 earthquake 지진 earthquake

7 sweep 쓸다, 휩쓸고 가다 sweep

8 scary 무서운, 겁나는 scary

9 as a result of ~의 결과로 as a result of

10 burn down (화재로) 소실되다 burn down

11 donate 기부하다, 기증하다 donate

12 offer 제안하다, 권하다 offer

13 spot 곳, 장소, 자리 spot

14 tutor 가정교사; 개인교습을 하다 tutor

15 wrap 싸다, 포장하다 wrap

16 give ~ a hand ~을 돕다 give ~ a hand

17 sore 아픈, 따가운 sore

18 abandon 버리다, 떠나다 abandon

19 affect 영향을 미치다 affect

20 citizen 시민, 주민 citizen

21 damage 손상, 피해; 손상을 주다 damage

22 deliver 배달하다 deliver

23 neighbor 이웃 neighbor

24 notice 공고문, 안내문 notice

25 shelter 주거지, 피난처, 대피처 shelter

26 rewarding 보람 있는 rewarding

27 senior 연장자, 상급자 senior

28 abroad 해외에, 해외로 abroad

29 affordable 알맞은, 입수 가능한 affor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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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mployment 고용, 취업, 일자리 employment

31 income 소득, 수입 income

32 limit ~ to ... ~을 ... 으로 제한하다 limit ~ to ...

33 protection 보호 protection

34 slogan 구호, 슬로건 slogan

35 reach out 접근하다, 손을 뻗다 reach out

36 celebrity 유명인, 연예인 celebrity

37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unfortunately

38 negative 부정의, 부정적인 negative

39 struggle 고투하다, 힘겹게 하다 struggle

40 talent 재능 talent

41 violence 폭행, 폭력 violence

42 sticky 끈적거리는, 달라붙는 sticky

43 overcome 극복하다, 이겨내다 overcome

44 bully 괴롭히다, 왕따시키다 bully

45 conclude 결론을 내리다, 끝내다 conclude

46 encourage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우다 encourage

47 locker 로커, 개인물품보관함 locker

48 ordinary 보통의, 평범한 ordinary

49 practically 사실상, 거의 practically

50 probably 아마 probably

51 purpose 목적 purpose

52 sacrifice
희생(물); 희생하다

[희생시키다]
sacrifice

53 soul 영혼, 정신, 마음 soul

54 spread 퍼뜨리다 spread

55 seem ~처럼 보이다, ~인 것 같다 seem

56 live up to ~에 부응하다 live up to

57 amazing 놀라운 amazing

58 disappointed 실망한, 낙담한 disappo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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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ntire 전체의, 온 entire

60 mess 엉망인 상태 mess

61 scold 야단치다, 꾸짖다 scold

62 all over 도처에, 사방에 all over

63 contribute to ~에 기여하다 contribute to

64 take action 실행하다, 조치를 취하다 take action

65 take the place of ~을 대신하다 take the place of

66 look forward to ~을 기대하다 look forward to

67 alert 알리다, 경보를 발하다 alert

68 especially 특히 especially

69 patient 환자 patient

70 wireless 무선의 wireless

71 caregiver 돌보는 사람, 간병인 caregiver

72 trigger 촉발시키다, 작동시키다 trigger

73 wander 돌아다니다, 헤매다 wander

74 deal with ~을 처리하다 deal with

75 application 응용프로그램 application

76 attach 붙이다, 첨부하다 attach

77 circuit (전기) 회로 circuit

78 delight 기쁨, 즐거움 delight

79 detect 발견하다, 알아내다, 
감지하다 detect

80 device 장치 device

81 imagine 상상하다 imagine

82 be struck by ~에 감명 받다 be struck by

83 discouraged 낙담한, 낙심한 discouraged

84 expect 예상하다, 기대하다 expect

85 gather 모이다, 모으다 gather

86 outcome 결과 outcome

87 regret 후회하다; 유감, 후회 reg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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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retire 은퇴하다 retire

89 emphasize 강조하다 emphasize

90 receive 받다, 받아들이다 receive

91 attractive 매력적인 attractive

92 either (부정문에서) ~도 역시 either

93 intend 의도하다, 작정하다 intend

94 fold 접다 fold

95 random 무작위의, 임의로 random

96 author 작가, 저자 author

97 strange 이상한, 낯선 strange

98 come to ~하게 되다 come to

99 in a row 한 줄로, 나란히 in a row

100 consist of ~로 구성되다 consist of

101 foreign 외국의 foreign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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