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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단어 뜻 영어단어 뜻

ex1 horseback riding 승마, 말타기 horseback riding

keep up with ~와 보조를 맞추다, ~에 
뒤지지 않다 keep up with

pony 조랑말 pony

notice 알아차리다 notice

sink 빠지다, 가라앉다 sink

swollen 물이 불어난, 부어오른 swollen

pale 창백한 pale

swirl 소용돌이치다 swirl

race (심장이) 아주 빨리 
고동치다 race

ex2 emergency center 응급 센터 emergency center

tremble 떨리다, 떨다 tremble

instruct 지시하다 instruct

CPR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심폐소생술
CPR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steady 침착한, 차분한 steady

critical 위급한, 위기의 critical

notify 알리다, 통지하다 notify

tense 긴장된 tense

1 wander 거닐다 wander

stroll 산책하다 stroll

murmur 속삭이다 murmur

grayish 회색조의 grayish

bare 헐벗은 bare

pure 순수한 pure

represent 나타내다 represent

embrace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embrace

temple 사원 temple

2 grocery 식료품, 식료품점 grocery

ruin 망가뜨리다, 못쓰게 하다 r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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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st 고집하다, 주장하다 insist

unconsciously 무의시적으로 unconsciously 

bottom 밑바닥 bottom

give ~ a drive ~를 차로 태워주다 give ~ a drive

politely 정중하게 politely

lift 차 등을 태워주다 lift

in need 어려움에 처한 in need

3 fade 점점 희미해지다 fade

cast 드리우다, 던지다 cast

statue 조각상 statue

frozen 얼어붙은 frozen

helpless 무력한 helpless

jaw 턱 jaw

tense 긴장한 tense

sickly 창백한, 병약한 sickly

shallow 약한, 얕은 shallow

heartbreakingly 가슴이 아플 정도로 heartbreakingly

fragile 가냘픈 fragile

embrace 부둥켜안다 embrace

4 warm-up 준비운동 warm-up

confident 자신있는 confident

national anthem 국가 national anthem

pound 두근거리다 pound

chest 가슴 chest

match 상대하다, 적수가 되다 match

keep one’s cool 냉정을 유지하다 keep one’s cool

take (one’s) advice ~의 조언에 따라 행동하다 take (one’s) advice

play ball 행동을 개시하다 play ball

whistle 호각 whistle

blow 불다 blow

referee 심판 refe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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