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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단어 뜻 영어단어 뜻

1 barbecue 바비큐, 통째로 구운 고기 barbecue

2 grill 그릴[석쇠]에 굽다 grill

3 curry 카레 curry

4 spicy 양념이 된 spicy

5 nowadays 요즘 nowadays

6 represent 대표하다 represent

7 questionnaire 설문지 questionnaire

8 slice 얇은 한 조각 slice

9 brochure 브로셔, 소책자 brochure

10 crab 게 crab

11 be famous for ~으로 유명하다 be famous for

12 tofu 두부 tofu

13 suit ~에 적합하다, 어울리다 suit

14 crispy 바삭바삭한 crispy

15 explain 설명하다 explain

16 location 장소, 위치 location

17 pan 팬, 프라이팬 pan

18 recipe 조리법 recipe

19 various 다양한 various

20 downtown 시내 downtown

21 convenient 편리한 convenient

22 feature 특징 feature

23 in honor of ~을 기념하여 in honor of

24 legend 전설 legend

25 basil 바질 basil

26 mozzarella 모차렐라치즈 mozzarella

27 seafood 해산물 seafood

28 a variety of 다양한 a variety of

29 link 연결하다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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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mushroom 버섯 mushroom

31 pork 돼지고기 pork

32 top ~ with … ~에 …을 올리다 top ~ with …

33 according to ~에 따라 according to

34 turn out 드러나다, 밝혀지다 turn out

35 version 판, 형태 version

36 noodle 국수 noodle

37 degree 정도 degree

38 melt 녹다 melt

39 philosophy 철학 philosophy

40 tuneup 조정, 조율; 조율하다 tuneup

41 relaxing 편안한, 느긋한 relaxing

42 drop into ~에 들르다 drop into

43 pepper 후추 pepper

44 attain 달성하다, 이루다 attain

45 chill 냉각하다 chill

46 cure 치료(법) cure

47 medicine 의학, 약 medicine

48 modern 현대의 modern

49 sweat 땀을 흘리다 sweat

50 spice 향신료, 양념 spice

51 herbal 약초의 herbal

52 mustard 겨자 mustard

53 progress 진행; 진행되다 progress

54 tryout 시도하다 tryout

55 steam 증기; ~을 찌다 steam

56 alternate 번갈아오다 alternate

57 blow 불다 blow

58 boil 끓이다, 끓다 boil

59 broth 묽은수프, 국 br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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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mpty 빈 empty

61 glance 일견, 흘끗 보기 glance

62 ingredient 재료, 성분 ingredient

63 investigate 조사하다, 살피다 investigate

64 logical 논리적인, 타당한 logical

65 research 조사하다, 연구하다 research

66 stare 쳐다보다 stare

67 tender 부드러운 tender

68 cucumber 오이 cucumber

69 garlic 마늘 garlic

70 ginseng 인삼 ginseng

71 commit to ~에 전념하다 commit to

72 make sense 의미가 통하다 make sense

73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needless to say

74 stuff ~ with … …으로 ~을 채우다 stuff ~ with …

75 breeze 바람, 순풍 breeze

76 benefit 이익, 혜택 benefit

77 approach 접근하다 approach

78 award 상 award

79 bar 빗장 bar

80 committee 위원회 committee

81 fear 공포 fear

82 occasion 경우, 행사 occasion

83 recall 회상, 추억; 기억해 내다 recall

84 astronaut 우주비행사 astronaut

85 end up 결국 ~하게 되다 end up

86 price 가격 price

87 quite 꽤, 아주 quite

88 rate 평가하다 rate

89 smoky 그을은, 연기 내 나는 sm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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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wheat 밀 wheat

91 chop 잘게 자르다 chop

92 pour 붓다 pour

93 powder 가루 powder

94 flour 밀가루 flour

95 onion 양파 onion

96 yogurt 요거트 yogurt

97 scatter 뿌리다, 흩트리다 scatter

98 stir 젓다 stir

99 appeal to 흥미를 끌다, 마음에 들다 appeal to

100 depend on ~에 달리다 depend on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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