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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단어 뜻 영어단어 뜻

1 be attribute to ~때문이다 be attribute to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 interdependence

evident 분명한 evident

sphere 영역 sphere 

essential 필수적인 essential

achieve 성취하다 achieve

objective 목적, 목표 objective

beyond the reach of ~의 범위를 넘어서는 beyond the reach of

resource 자원 resource

bear 감당하다, 낳다 bear

be compelled to do ~할 수밖에 없다 be compelled to do

conduct 수행하다 conduct

operation 작업, 작전 operation

2 remote 오지의, 외딴 remote

desperately 필사적으로 desperately

attempt to do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attempt to do

preserve 지키다, 보존하다 preserve

unique 고유한, 독특한 unique

heritage 유산 heritage

inhabitant 주민, 거주자 inhabitant

descendant 후예, 자손 descendant

Old Norse 고대 스칸디나비아 어 Old Norse

tongue 언어 tongue

isolation 고립 isolation

overcome 극복하다 overcome

barrier 장벽, 장애 barrier

guard A from B A를 B로부터 막다 guard A from B

give way to ~에 자리를 내주다 give way to

estimate 추정치, 견적, 평가 estimate

3 stomach 위 stom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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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cer 궤야, 종기 ulcer

treatment 치료, 취급, 대우 treatment

under one’s 
supervision ~의 관리 아래 under one’s 

supervision

pass away 죽다 pass away

funeral 장례식 funeral

insist 우기다, 주장하다 insist

potential 힘, 가능성, 잠재력 potential

deal with ~을 다루다, ~을 처리하다 deal with

stubbornness 고집 불통, 완강 stubbornness

4 pick a quick basket of ~한 바구니를 재빨리 따다 pick a quick basket of

raspberry 나무딸기 raspberry 

take off 떠나다 take off

check on ~을 확인하다 check on

livestok 가축 livestok

bowl 그릇 bowl

response 대답, 응답 response

flat 반듯하게, 평평하게 flat

mean it 진담이다, 진심으로 말하다 mean it

hog 돼지 hog

milk 우유를 짜다, 우유 milk

gentle 우아한, 점잖은 gen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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