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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단어 뜻 영어단어 뜻

ex1 committee 위원회 committee

mild 가벼운, 온화한 mild

benefit 이득, 이득을 얻다 benefit

treatment 치료,처리, 대우 treatment

access 접근 access

encourage 권하다, 장려하다 encourage

significantly 상당히, 뚜렷히 significantly

specialist 전문의, 전문가 specialist

guideline 지침 guideline

Blood pressure 혈압 Blood pressure

exceed 넘다, 능가하다 exceed

Take medicine 약을 복용하다 Take medicine

symptom 증상 symptom

disagree 의견이 다르다 disagree

moral 도덕적인 moral

ex2 cure 치료(제) cure

ills 병폐, 해악 ills

ownership 소유권, 소유자임 ownership

weave 엮다, 짜다 weave

temptation 유혹 temptation

lawn mower 잔디 깎는 기계 lawn mower

possession 소유 possession

perspective 견해, 관점 perspective

psychologically 심리적으로 psychologically

sacrifice 희생, 희생시키다 sacrifice

1 involvement 참여, 관여 involvement

sacrifice 희생 sacrifice

wage 임금 wage

produce 농산물 produce

purchase 구매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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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범주 category

compete 경쟁하다 compete

devastating 파멸적인 devastating

mineral 광물 mineral

commercial 상업의 commercial

export 수출하다 export

2 A number of 많은 A number of

sum 합산하다 sum

similar 비슷한 similar

For the sake of ~을 위해 For the sake of

compare 비교하다 compare

accuracy 정확성 accuracy

colleague 동료 colleague

hesitate 망설이다 hesitate

highly 매우 highly

Collaborate with ~와 협력하다 Collaborate with

assign (의미)부여하다 assign

tray 쟁반 tray

overall 전반적인, 전체적인 overall

accurate 정확한 accurate

profit 이익 profit

degree 정도 degree

concrete 구체적인 concrete

Numerical quantity 수로 표시된 양 Numerical quantity

3 entrepreneur 기업가, 사업가 entrepreneur

content 내용 content

spirituality 영성 spirituality

exactly 정확하게 exactly

retain 유지하다, 보유하다 retain

mainly 대체로, 주로 mainly

innovate 혁신하다 inno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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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al 사회의 societal

risky 위험한 risky

guarantee 보증하다 guarantee

conservative 보수적인 conservative

Base A on B A의 기초를 B에 두다 Base A on B

phenomenon 현상 phenomenon

fundamentally 본질적으로 fundamentally

continuity 연속성, 계속 continuity

critical 비평적인,결정적인 critical

4 outset 시작 outset

economic 경제적인 economic

accept 받아들이다 accept

numbers 재무 지표 numbers

ultimate 궁극적인 ultimate

hazard 위험 hazard

justify 정당화하다 justify

calculation 계산 calculation

immigrant 이민자 immigrant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hardship 난관, 곤란 hardship

Add up 늘다 Add up

prize 목적물, 상 prize

encounter 우연히 만나다 encounter

commitment 굳은 결심, 맹세,약속 commitment

financial 재정적인 financial

foretell 예측하다, 예언하다 foretell

More than that 그뿐만 아니라 More than that

wait around for ~을 빈둥거리며 기다리다 wait around for

Clear-eyed 현실적인 Clear-eyed

abandon 포기하다 abandon

En route 도중에 En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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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 앞서다 precede

gain 이득 ,이익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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