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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단어 뜻 영어단어 뜻

1 balance 균형 balance

2 grain 곡물 grain

3 plate 접시 plate

4 protein 단백질 protein

5 stair 계단 stair

6 secret 비밀 secret

7 nutrition 영양 nutrition

8 last but not leat 마지막으로 그러나 중요한 last but not leat

9 skip 거르다, 빼먹다 skip

10 chat 이야기하다, 수다를 떨다 chat

11 improve 개선시키다 improve

12 mental 정신의 mental

13 mood 기분 mood

14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15 particular 특정한, 특별한 particular

16 physical 육체의, 신체의 physical

17 be likely to ~할 것 같다 be likely to

18 contact 연락하다 contact

19 relax 느긋이 쉬다 relax

20 core 중심부, 핵심 core

21 muscle 근육 muscle

22 properly 제대로, 적절히 properly

23 straight 똑바로, 일직선으로 straight

24 elbow 팔꿈치 elbow

25 plank 널빤지; 플랭크 자세 plank

26 push-up 엎드려 팔굽혀펴기 push-up

27 effective 효과적인, 효율적인 effective

28 engage in ~에 참여하다 engage in

29 hide 숨기다, 감추다 h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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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relieve 완화시키다 relieve

31 get rid of ~을 제거하다, 버리다 get rid of

32 in order to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33 bounce 튀어 오르다, 회복하다 bounce

34 command 명령; 명령하다 command

35 crawl 기어가다 crawl

36 swing 흔들다 swing

37 mime 무언극; 몸짓으로 표현하다 mime

38 rebound 다시 튀어 오르다 rebound

39 boost 신장시키다, 북돋우다 boost

40 pain 통증 pain

41 prevent 방지하다 prevent

42 reduce 줄이다 reduce

43 risk 위험 risk

44 stomach 배, 복부 stomach

45 pillow 베개 pillow

46 rich in ~이 풍부한 rich in

47 circulation 순환 circulation

48 host (손님을 초대한) 주인 host

49 opinion 의견 opinion

50 recommend 추천하다 recommend

51 aerobic 유산소 운동의 aerobic

52 stiff 뻣뻣한 stiff

53 allow 허용하다 allow

54 lean 기울이다, 숙이다 lean

55 raise ~을 일으키다, 올리다 raise

56 repeat 반복하다 repeat

57 press-up 팔굽혀펴기 press-up

58 suffer from ~로 고통 받다 suffer from

59 replace 대신하다, 대체하다 replace
�2



리카수니 영어블로그
2015년 개정

Update 2018. 2. 10.

능률_영어단어(양현권) 2강            http://likasuni.tistory.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0 a great deal of 다량의, 많은 a great deal of

61 eventually 결국 eventually

62 flavor 풍미, 맛 flavor

63 glow 빛나다 glow

64 increase 증가하다, 늘다 increase

65 likewise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likewise

66 maintain 유지하다 maintain

67 plenty of 많은 plenty of

68 provide 제공하다, 공급하다 provide

69 herb 허브, 약초 herb

70 hydrate 수화시키다, 수분을 
공급하다 hydrate

71 intake 섭취 intake

72 nutritionist 영양학자 nutritionist

73 dehydration 탈수, 건조 dehydration

74 up to 최대 ~까지 up to

75 gain 얻다, 증가하다 gain

76 spine 척추, 등뼈 spine

77 avoid 피하다 avoid

78 disadvantage 불리, 결점 disadvantage

79 influence 영향, 요인 influence

80 lift 들어 올리다 lift

81 neutral 중립의, 중성의 neutral

82 pose 자세 pose

83 prefer 선호하다 prefer

84 pressure 압력, 압박 pressure

85 quality 품질, 특성 quality

86 relatively 상대적으로 relatively

87 support 지지하다 support

88 snore 코를 골다 sn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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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wrinkle 주름 wrinkle

90 breathe 숨 쉬다, 호흡하다 breathe

91 curl 몸을 웅크리다, 새우잠을 
자다 curl

92 curved 굽은, 구부러진 curved

93 ideal 이상적인 ideal

94 knee 무릎 knee

95 lead 이끌다, 이르게 하다 lead

96 straighten 바로잡다, 펴다 straighten

97 vote for ~에게 투표하다 vote for

98 put ~ into action ~을 행동에 옮기다 put ~ into action

99 routine 일상적인; 일과 routine

100 stuff 물건 stuff

101 burden 부담, 짐 burden

102 career 경력, 직업 career

103 conflict 갈등, 분쟁 conflict

104 financial 재정의, 금융의 financial

105 survey 조사; 조사하다 survey

106 average 평균, 보통의 average

107 basis 기초, 근거 basis

108 greet 인사하다 greet

109 island 섬 island

110 sense 감각 sense

111 be known for ~으로 유명하다 be known for

112

113

11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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