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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단어 뜻 영어단어 뜻

ex1 prized 값진, 높이 평가받는 prized

tropical 열대지방의 tropical

hardwood 경재(활엽수목재) hardwood

particularly 특히 particularly

attractive 매력적인 attractive

shipbuilding 선반 제조, 조선 shipbuilding

High-quality 고급의 High-quality

harvest 벌목하다, 수확하다 harvest

dense 밀도가 높은 dense

fell (나무)베다 fell

ex2 amateur 아마주어, 비전문가 amateur

constantly 끊임없이 constantly

subject 그림,사진등의 대상 subject

career 경력 career

a number of 많은, 다수의 a number of

nearly 거의 nearly

municipal 자치 도시의,시립의 municipal

insight 통찰 insight

impressive 인상적인 impressive

1 respectable 신분이 높은,존경할 만한 respectable

unaccompanied (하인)따르지 않는 unaccompanied

be obliged to do ~하지 않을 수 없다 be obliged to do

pioneer 개척하다 pioneer

collection 채집, 소장품 collection

summit 정상 summit

extensive 방대한, 광대한 extensive

controversial 논란이 되는,
물의를 일으키는 controversial

champion 옹호하다 champion

moleskin 표면이 부드럽고 
질긴 면직물(몰스킨) mole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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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권리 right

on display 전시된 on display

on behalf of ~을 위해, ~을 대신해서 on behalf of

freshwater 민물의 freshwater

2 evergreen 상록수의 evergreen

mild 순한, 온화한 mild

contemporary 현대의, 동시대의 contemporary

forum (토론)의 장, 토론회 forum

exotic 이국적인 exotic

shrub 관목, 키작은 나무 shrub

stimulant 자극(제), 자극성의 stimulant

abound 많이있다, 풍부하다 abound

scale 규모, 척도, 저울 scale

stimulating 자극적인, 격려하는 stimulating

extend 뻗다, 미치다, 연장하다 extend

integral 필수의, 빠뜨릴수 없는
완전한 integral

establishment 시설, 집, 설립 establishment

cultivation 재배 cultivation

fade 사라져가다, 흐릿해지다 fade

3 mountainous 산이많은 mountainous

gulf 만 gulf

coastal 해안의 coastal

plain 평야 plain

Pre-Hispanic times 스페인 정복이전시대 Pre-Hispanic times

archaeological 고고학적인 archaeological

site 유적,장소 site

scatter 산재시키다, 흩뜨려놓다 scatter

collapse 붕괴되다 collapse

zone 지역, 지대 zone

temperature 기온 temperature

�2



리카수니 영어블로그
단어 시험지

Update 2018. 4. 4.

2018 리딩파워 유형편 완성 3강      http://likasuni.tistory.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communist 공산주의자 communist

accountant 회계사 accountant

philosophy 철학 philosophy

unemployed 실업자의 unemployed

theory 이론 theory

activist (정치,사회운동)운동가 activist

unsuccessful 성공하지못한 unsuccessful

civil servant 공무원 civil servant

State-owned 국유의, 국영의 State-owned

psychoanalysis 정신분석 psychoanalysis

economist 경제학자 economist

doctor’s degree 박사학위 doctor’s degree

national service 병역 national service

intellectual 지식인, 지적인 intellectual

alternative 대안의 alternative

independence 독립 independence

Presidential 
candidate

대통령 후보
Presidential 
candidate

translate 번역하다 tran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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