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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주어, 진주어

it

it to that

To learn English is easy.

→ It is easy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다.

That you come to my office is necessary.

→ It is necessary that you come to my office. 당신이 나의 사무실에 오는 것이 필요하다.

해석 연습해석 연습

001. It is fun to play basketball.

002. It is dangerous to swim here.

003. It is a great pleasure to meet you.

004. It is certain that he will come back.

005. It is strange that he doesn't say anything.

006. It is well-known that too much sugar is bad for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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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인칭 주어

it

it

It’s ten o’clock now. 지금은 10시다.

It’s Sunday today. 오늘은 일요일이다.

It’s getting dark.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It rains.   비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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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목적어 

5

to that it

to that

S

make

it
명사

형용사

to부정사
find

think

that절keep

consider

해석 연습해석 연습

007. She made it clear that she objected to the plan.

008. You’ll find it pleasant to live with pets. 

009. You may find it hard to accept your illness.

010. She thought it painful to remember the accident.

011. He thought it possible that she would be a 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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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review01

다음 문장에서 표시한 it의 역할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가주어   비인칭 주어   가목적어

보기

012. I found it happy to do volunteer work.

 It is winter in Korea now.

 It is important to have breakfast every day.

013. It is disappointing that you lied again.

 Many people consider it important to recycle.

 It is two kilometers to th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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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sh v. 밀다, 누르다

He pushes a shopping cart.

그는 쇼핑 카트를 민다.

 crash   v. 1. 충돌하다, 붕괴하다 2. 고장 나다  
 n. 추락사고, 충돌 

The bottle crashed to the ground.

그 병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

 fashionable adj. 최신 유행의, 멋있는, 패션 감각이 있는 

I want to be fashionable like them.

나는 그들처럼 멋있어지고 싶다.

 aspect n. 1. 측면, ~면 2. 양상, 관점, 모습

They examine a question from every possible aspect.

그들은 문제를 모든 가능한 측면에서 검토한다.

 bury v. 1. 묻다, 묻히다, 매장하다 2. 가리다

His body was buried next to his sister.

그의 시신은 그의 누나 옆에 묻혔다.

 feature n. 1. 특징, 기능 2. 작품 v. 출연하다

An interesting feature of the city is the old market.

그 도시의 재미있는 특색은 재래시장이다.

 powder n. 분말, 가루

It is usually found in the form of white powder.

이것은 주로 백색 가루 형태를 띠고 있다.

 quarter n. 4분의 1

Cut the apple into quarters.

그 사과를 4등분해라.

 electricity n. 1. 전기, 전기학, 전류 2. 충격

The electricity is off.

전기가 끊겼다.

 valuable adj. 가치 있는, 귀중한

The book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그 책은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literal adj. 글자 그대로의, 문자의

The literal meaning of democracy is “Government by 

the people”.

민주주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국민에 의한 정부"이다.

 consider v. 1. 고려하다, 생각하다 2. 검토하다

I think that our country should consider that as well.

나는 우리나라도 이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athlete n. 운동선수

The athletes were from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roughout Korea.

그 운동선수들은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출신이었다.

 recipe n. 1. 요리법, 조리법 2. 비결 3. 처방

You can come up with your own sandwich recipes!

여러분만의 샌드위치 요리법을 생각해 낼 수 있어요!

 intimate adj. 1. 친한, 친밀한 2. 개인적인

We became intimate again.

우리는 다시 친해졌다.

 nationality n. 국적, 민족, 국가

The Nobel Prizes are awarded without regard to 

nationality.

노벨상은 국적에 상관없이 수상됩니다.

 ankle n. 발목 (관절), 복사뼈

I even sprained my ankle.

나는 심지어 발목까지 삐었다.

 proof n. 증거, 증명, 입증

This was offered without any proof.

이것은 어떠한 증거 없이 제공되었습니다.

 device n. 1. 장치, 기기, 기구 2. 고안 

It is not the same to read a book on an electronic device.

전자 장비로 책을 읽는 것은 다르다.

 disobey v. 1. 복종하지 않다, 거역하다 2. 위반하다

She disobeyed an order.

그녀는 명령에 불복종했다.

스피드 VOCA 중등편
JAY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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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ual adj. 최후의, 궁극적인

They lost to Iraq, the eventual winners.

그들은 최종 우승국인 이라크에게 졌다.

 competition n. 경쟁, 대회, 시합

There's a lot of competition in the domestic market.

국내 시장에는 많은 경쟁이 있다.

 unify v. 단일화하다, 통일하다, 결속하다

I don't think unifying the two countries will be easy.

두 나라를 통일하는 일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symptom n. 1. 증상, 증세 2. 증후군

Common symptoms of the disease are coughing and 

high fever.

이 병의 통상적인 증세는 기침과 고열이다.

 summary n. 요약, 개괄, 성명

You can write a summary.

여러분은 요약을 쓸 수 있다.

 succeed v. 1. 성공하다 2. 계승하다 3. 계속되다

If you want to succeed in your life, keep reading and 

learn!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계속 읽고 배우세요!

 intend v. 1. 의도하다, 계획하다 2. 의미하다

I did not intend to insult you at all.

나는 당신을 모욕할 생각은 절대 없었다.

 diverse adj. 1. 다양한, 여러 가지의 2. 각계각층의

The United States is a very diverse country.

미국은 매우 다양한 나라이다.

 prepare v. 준비하다, 대비하다, 마련하다

You should prepare the project work.

여러분은 수행 평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compound   n. 화합물, 혼합물 adj. 합성의, 복합의  
 v. 혼합하다

This compound is able to absorb large amount of water.

이 혼합물은 다량의 물을 흡수할 수 있다.

 indirect adj. 간접적인

She suffers from the indirect effects of smoking.

그녀는 흡연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괴로워한다.

 earn v. 1. (생활비를) 벌다 2. 받다, 얻다

Artists still earn money through their concerts and fan 

merchandise.

아티스트들은 콘서트와 팬 상품을 통해 여전히 돈을 번다.

 capital n. 1. 수도 2. 대문자 3. 자본, 자산

Washington D.C. is th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입니다.

 trial n. 1. 시도, 시험 2. 실험 3. 재판

The first trial was a major failure.

첫 시도는 대실패였다.

 taste n. 1. 맛, 입맛 2. 취향 v. 맛보다

Korean taste doesn't always have to be salty and greasy.

한국의 맛이 항상 짜고 기름질 필요는 없다.

 landmark n.  1. 주요 지형물 2. 경계표, 표지물  
 3. 두드러진 특색

This bridge will be the new landmark for London.

이 다리는 런던의 새로운 랜드 마크가 될 것이다.

 greedy adj. 탐욕스러운, 욕심 많은

His brother was greedy and quarrelsome.

그의 남동생은 탐욕스럽고 사나웠다.

 date v. ~의 연대를 추정하다 n. 날짜, 데이트

We call it "Chuseok" and the date changes every year.

우리는 이 날을 "추석"이라고 부르고 날짜는 매년 바뀐다.

 cherish v. 소중히 여기다, 고이 간직하다, (소원 등을) 품다

Let's cherish our valuable cultural properties!

우리의 가치 있는 문화재를 소중히 여겨요!

 fee n. 1. 요금, 금액 2. 사례금 3. 수수료

The delay fee is one dollar per day.

연체료는 하루에 1달러입니다.

스피드 VOCA 중등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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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ain n. 선장

The man is the captain of the ship.

그 남자는 그 배의 선장입니다.

 electronic n. 전자기기, 전자부품 adj. 전자의

One of the most popular electronic tools is the tablet.

가장 인기 있는 전자기기 중 하나는 태블릿이다.

 increase v. 1. 증가하다, 상승하다 2. 인상되다

In the summer time, the population increases quite a bit.

여름철에는 인구가 꽤 많이 증가합니다.

 potential adj. 잠재적인, 가능성 있는

We can avoid potential issues.

우리는 잠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다.

 display v. (작품을) 전시하다, 보여주다, 표현하다

The library will display it at its upcoming exhibition.

그 도서관은 곧 있을 전시회에서 그것을 전시할 것이다.

 philosophical adj. 철학의, 철학에 관한

I asked myself a very philosophical question. 

나는 내 자신에게 매우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다. 

 internet n. 인터넷

Also, the Internet can have a lot of false information.

또한, 인터넷은 많은 허위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glow   n. 1. 불, 불빛 2. 홍조  

 v. 1. 빛나다, 불이 켜지다 2. 활기가 넘치다

Tiny living things glow in the sea.

작은 생물체들이 바다에서 빛납니다.

 whenever conj. ~할 때마다, ~할 때는 언제나

Whenever I try to turn my head, it really hurts!

내가 머리를 돌리려고 할 때마다 정말 아파!

 shift n. 1. 교대 근무(시간) 2. 변화 v. 바뀌다, 이동하다

I am on a night shift today.

저는 오늘 야간 근무하는 날입니다.

 stare v.  빤히 쳐다보다, 응시하다, 노려보다

Don't stare at me like that.

그렇게 빤히 나를 쳐다보지 마.

 army n. 군, 군대, 육군

Three people died from army gunshot.

군의 사격으로 세 사람이 사망했다.

 couch n. 소파, 긴 의자

I slept on the couch in the living room.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다.

 ban v. 금하다 n. 금지, 반대, 비난 

The school puts a ban on smoking.

그 학교에서는 흡연을 금합니다.

 stay v. 1. 계속 그대로 있다, 머무르다, 지내다 2. 유지하다 

I stay indoors all the times.

나는 항상 실내에서 머문다.

 counselor n. 상담사

You should talk to the counselor.

너는 상담사에게 얘기해야 한다.

 moreover adv. 게다가, 더욱이, 나아가

Moreover, everyone can enjoy food.

게다가, 모든 사람들은 음식을 즐길 수 있다.

 fever n. 1. 열, 열병 2. 열풍, 흥분

I have a slight fever today.

오늘 제가 열이 좀 있습니다.

 fund n. 기금, 자금 v. 투자하다

I contribute money to a common fund.

나는 공동 기금에 돈을 기부한다.

 shelter n. 대피소, 피난처

Everybody on this earth need food and shelter.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음식과 대피처가 필요하다.

 confirm v. 1. 확인하다, 입증하다 2. 공식화하다, 승인하다

I sent a fax to confirm my order.

주문 내용을 확인하려고 제가 팩스를 보냈습니다.

 extra adj. 추가의, 여분의

I want to avoid the extra work.

나는 초과 근무를 피하고 싶다.

스피드 VOCA 중등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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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ache n. 1. 두통 2. 골칫거리, 두통거리

I have a terrible headache again today.

나는 오늘도 심한 두통이 있다.

 garage n. 차고

The car is parked in the garage.

그 차가 차고 안에 주차되어 있다.

 popular adj. 1. 인기 있는, 유명한 2. 대중의, 국민의

Where is the most popular spot in the city?

그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out-of-date adj. 시대에 뒤진, 구식의

The information in that is already out of date.

그 안에 있는 정보는 이미 시대에 뒤쳐졌다.

 scale n. 1. 규모, 범위 2. 등급, 척도 3. 저울

The scale of the musical isn't big.

그 뮤지컬의 규모는 크지 않다.

 faith n. 믿음, 신앙, 신념

Children usually have faith in their parents.

어린이들은 보통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다.

 classify v. 분류하다, 기밀 취급하다

Scientists classify the matter into two parts.

과학자들은 그 문제를 두 가지로 분류한다.

 tropical adj. 열대 지방의, 열대성의

As it is close to the equator, Indonesia has a tropical 

climate.

적도에 가깝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parallel   adj. 1. 평행의, 나란한 2. 비슷한   
   n. 1. 평행 2. 유사, 비교

The two opposite edges of this page are parallel to each 

other.

이 페이지의 두 반대편 모서리는 서로 평행하다.

 telescope n. 망원경, 현미경

It will absorb much more light than any other telescope.

그것은 다른 어떤 망원경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을 흡수할 것입니다.

 union n. 1. 조합, 연합, 연방 2. 단체 3. 통합, 결합

The labor union negotiated a wage increase.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을 협상했다.

 cultivate v. 1. 경작하다, 재배하다 2. 양성하다, 함양하다

Colonists were the first to cultivate rice in America.

식민지 주민들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쌀을 경작했습니다.

 stimulate v. 자극하다, 촉진시키다

These toys are tools for kids to stimulate their imaginations.

이 장난감들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helpless adj. 무력한, 속수무책인, 난처한

They may look helpless, but in fact, they have many 

amazing abilities.

그들이 무력해 보이겠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많습니다.

 broad adj. 넓은, 광범위한 

It can also be helpful to have a broad knowledge.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면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native adj. 1. 원산의, 태생의 2. 원주민의

Paraguay was inhabited by a native tribe called the 

Guarani.

파라과이에는 과라니라고 불리는 토착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cure v. 1. 치료하다, 고치다 2. 해결하다 n. 치료, 치유

You need professional help to cure your Internet addiction.

너는 인터넷 중독을 고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summit n. 정상 회담, 최고봉, 지도자

The summit is a meeting where the leaders from 20 

countries get together.

정상 회담은 20국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launch v. 1. 시작하다, 출시하다 2. 발사하다

He launched a series of wonderful products.

그는 일련의 훌륭한 제품들을 출시했다.

 pronunciation n. 발음

New Yorkers sometimes don't understand my 

pronunciation, either.

뉴욕 사람들도 가끔 내 발음을 알아듣지 못한다.

스피드 VOCA 중등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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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t   v. 1. 들어 올리다 2. 태워주다   

 n. 1. 엘리베이터 2. 중량 운동

It uses magnets to lift the train above the track.

그것은 기차를 선로 위로 들어올리기 위해 자석을 사용합니다.

 limp v. 다리를 절다, 절뚝거리다

He limps permanently after his terrible car crash.

그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계속 다리를 전다.

 loop n. 1. 루프, 고리 2. 회로 3. 실수

Loop sensor is in wrong state.

루프 감지기가 잘못된 상태에 있습니다.

 attain v. 1. 달성하다, 이루다 2. 획득하다, 얻다

I guarantee that we can attain our goal.

나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exclude v. 1. 제외하다, 배제하다 2. 금지하다, 중단하다

If we exclude the holidays that fall on the weekends, we 

have only 8 holidays!

주말에 낀 명절을 제외하면, 휴일이 겨우 8일밖에 되지 않아!

 wealth n. 부, 재산, 자원

They also think that their long necks symbolize beauty 

and wealth.

또한 그들은 그들의 긴 목이 아름다움과 부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obscure adj.   1.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2. 분명하지 않은  
3. 희미한 4. 이해하기 어려운

They're obscure and weird programs.

이 프로그램들은 모호하고 이상합니다.

 circle v. 동그라미를 그리다 n. 원

They are in the shapes of a square, a triangle, and a 

circle.

그것들은 사각형, 삼각형, 원 모양입니다.

 gravity n. 1. 중력 2. 중대함

Gravity is the force that causes objects to drop to the 

ground.

중력은 사물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힘이다.

 yet adv. 아직

I don't have the right to vote yet.

나는 아직 투표권이 없습니다.

 gesture n. 몸짓, 몸동작

They can even remember these gestures for a short 

time.

그들은 심지어 이 몸짓들을 짧은 시간 동안 기억할 수 있다.

 civil adj. 1. 시민의, 민간의, 민사의 2. 예의 바른

They raised their voices to boost their civil rights.

그들은 시민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orphan n. 고아

A very poor man helps orphans, children with no 

families.

매우 가난한 남자가 고아들, 즉 가족이 없는 아이들을 도와줍니다.

 bind v. 1. 묶다, 구속되다 2. 결합하다

She decided to bind her favorite Hello Kitty doll onto a 

spacecraft.

그녀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헬로키티 인형을 우주선에 묶기로 결정

했습니다.

 finance n. 재정, 금융, 재무, 자금, 재원

They are more important than finance or facilities now.

그것들은 현재 재무나 시설보다 더 중요하다.

 crazy adj. 미친 듯한, 미친, 이상한

Everyone is crazy about learning English these days.

요즘은 모두가 영어를 배우는 데 미쳐있다.

 cancel v. 1. 취소하다, 철회하다 2. 정지하다, 중지하다

We will have to cancel our plan.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reproduce v. 번식하다, 복제하다, 재현하다

Mosquitoes reproduce very quickly.

모기들은 매우 빠르게 번식합니다.

스피드 VOCA 중등편
JAY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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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관사

a an the

 정관사

the

①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말하는 경우

 He is wearing a jacket. The jacket is black.  그는 자켓을 입고 있다. 그 자켓은 검은색이다.

② 명사가 수식어구의 꾸밈을 받아 분명해진 경우

 He is the English teacher of my school.  그는 우리 학교의 영어 선생님이다.

③ 서로 알고 있는 명사를 가리키는 경우

 Pass me the salt, please.   소금을 건네주세요.

④ 형용사의 최상급과 서수 앞

 She is the tallest girl in her class.  그녀는 그녀의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소녀이다.

⑤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명사 앞

 The sun rises on the east.   해는 동쪽에서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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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관사

a an

a book an orange

① 막연한 하나 ( 보통 해석하지 않는다. )

 There is an apple on the table.   책상 위에 사과 하나가 있다.

② 분명한 하나：one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 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③ 같은：the same

 We are of an age.    우리는 동갑이다.

④ ~마다：per

 The door will be opened two times a day. 그 문은 하루에 두 번 열릴 것이다.

⑤ 어떤：certain

 A Mr. Lee came to see you.   Lee라는 분이 너를 만나러 왔다.

⑥ 대표 단수：종족 전체 대표

 A dog is familiar to humans.   개는 인간에게 친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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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인칭

1 2

3

① 1인칭

 ‘나, 우리’로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I, we

② 2인칭

 ‘너, 당신’ 또는 ‘너희들, 당신들’을 뜻하는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 

 you는 단수, 복수형이 똑같다.

③ 3인칭

 1인칭과 2인칭 인칭대명사를 제외한 ‘그 사람, 그것, 그들 ( he, she, it, they ) 등’을 가리키는 말. 

3인칭 단수 주어가 현재 시제의 일반동사와 함께 쓰이면 동사에 ‘~(e)s’를 붙인다. 

3인칭 복수 주어 they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JAY ENGLISH

해석 연습해석 연습

014. The kitchen was full of smoke.

015. We have memorized the poem.

016. She likes to observe things.



중학과정  완성  P R O J E C T

01902

06   인칭대명사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재귀대명사

1인칭 단수 I my me mine myself

1인칭 복수 we  our  us ours ourselves

2인칭 단수 you your you yours yourself

2인칭 복수  you  your  you  yours  yourselves

3인칭 단수 he his him his himself

 she  her  her  hers  herself

 it  its  it  -  itself

3인칭 복수 they their them theirs themselves

해석 연습해석 연습

017. We should do the work ourselves.

018. The boys did it themselves.

019. The sun gives us light and heat.

020. They will share their cultures and ideas.

021. Write down your name cor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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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review02

다음 문장에서 표시한 부분의 역할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주격 대명사   목적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보기

022. What’s your name?

023. He just returned from his trip.

024. I made her a cold drink.

025. She rested with her family.

026. Food is very important for our lives.

027. Please help me with my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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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or ad  j. 1. 작은, 사소한 2. 소수의 3. 부전공의  
n. 미성년자

Before the airplane took off, a minor defect was 

repaired on the left engine.

그 비행기는 이륙하기 전에, 왼쪽 엔진에서의 사소한 결함이 수리되었다.

 charge n. 1. 혐의, 기소 2. 요금 3. 충전 v. 청구하다

Three defendants are facing charg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and genocide.

세 명의 피고는 반인륜적인 범죄, 집단 학살의 혐의를 받고 있다.

 following adj. 1. 그 다음의, ~후에 2. 쫓는

According to his wife, he is doing great following the 

surgery.

그의 아내에 의하면, 그는 수술 후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feel v. 느끼다

When you feel tired, eat a banana and feel refreshed!

여러분이 피곤하다고 느낄 때, 바나나를 먹고 상쾌해지세요!

 conserve v. …을 보존하다, 보호하다, 절약하다

You can conserve energy and reduce carbon waste.

당신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passport n. 여권

If you are going abroad, it's necessary to have a passport.

해외로 나가려면 반드시 여권이 필요합니다.

 without prep. ~없이, ~하지 않고

All living organisms cannot live without oxygen.

모든 생명체는 산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interject v. ~을 던져 넣다, 끼워 넣다

The audience interjected applause many times.

청중들은 여러 번 박수를 터뜨렸다. 

 instruct v. 지시하다, 교육하다, 알려주다

There are many other ways to instruct students.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어.

 crutch n. 목발, 버팀목 v. ~을 버티다

I have to walk on crutches for the next few weeks. 

저는 몇 주 동안은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해요. 

 however adv.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However, it is cold in the morning and at night.

그러나 아침이나 밤에는 추워요.

 review n. 1. 재검토, 복습 2. 평가, 비평

First of all, you can review what you have learned at 

school.

우선,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복습할 수 있어.

 object   n. 1. 물체, 물건 2. 목표 3. 목적, 대상  
 v. 반대하다

What do you think of the object in the picture?

여러분은 사진 속의 물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starve v. 굶기다, 굶주리다, 아사하다

We have to starve until 9 p.m., because the movie is two 

hours long.

우리가 저녁 9시까지 굶어야 해, 왜냐하면 영화가 두 시간짜리거든.

 movement n. 1. 움직임, 동작 2. 운동 

Its movements can even be controlled by a smart phone.

그것의 움직임은 스마트폰에 의해 통제될 수도 있습니다.

 spend v. 1. (~하며) 지내다 2. (돈, 시간 등을) 소비하다

Also, visitors from China spend more money than 

Japanese tourists.

또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인 관광객들에 비해 더 많은 돈을 지출합

니다.

 evaluate v. 평가하다, 측정하다, 고려하다

Would you like to evaluate your teachers?

당신은 당신의 선생님을 평가하고 싶습니까? 

 tiny adj. 1. 작은 2. 유아의

The tiny artwork was displayed on top of a coin!

그 아주 작은 예술 작품은 동전 위에 전시되었답니다!

 colleague n. 동료

These days my colleague looks really depressed.

요즈음 내 직장 동료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스피드 VOCA 중등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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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ory n. 이론, 학설, 가설

There are so many theories and myths about blood 

types.

혈액형에 관한 이론과 속설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criticism n. 비난, 비판, 비평

He was very hurt by her criticism.

그는 그녀의 비평에 무척 기분이 상했다.

 excuse n. 핑계거리, 변명 v. 1. 양해하다 2. 면제해 주다

There is no excuse for bad manners.

나쁜 행실에 대한 변명이 없다.

 explode v. 1. 폭발하다, 터지다 2.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Most of those bombs exploded and caused significant 

damage.

이러한 폭탄들의 대부분이 폭발했고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

 reasonable adj. 합리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They must give a reasonable notice and they must have 

good reason.

그들은 합리적인 통지를 해주어야 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for instance adv. 예를 들어

For instance, some people collect stamps, bells, and 

unique dolls.

예를 들어, 몇몇 사람들은 우표, 종 그리고 특이한 인형을 수집합니다. 

 compare v. 1. 비교하다 2. 비유하다 

You cannot compare the United States to Israel.

너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교할 수는 없다.

 urban adj. 도시의, 도심의

Last summer, I went to an urban farm summer camp.

지난 여름, 나는 도시 농장 여름 캠프를 다녀왔어.

 stadium n. 경기장, 구장, 운동장

I go to a baseball stadium every now and then.

나는 가끔씩 야구 경기장에 가.

 garbage n. 쓰레기, 찌꺼기

Can we recycle all of our garbage?

우리가 버리는 모든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나요?

 ceiling n. 1. 천장, 천정 2. 한도, 상한, 최고 한도

She often hits the wood in the ceiling with her head.

그녀는 자주 천장에 있는 나무에 머리를 부딪칩니다.

 instrument n. 1. 악기 2. 도구, 기구

They usually play at least one instrument well.

그들은 최소한 한 악기를 잘 연주한다.

 mean v. 의미하다 n. 1. 뜻 2. 수단 3. 평균

Long noodles mean a long life for Chinese and Korean 

people.

긴 면은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에게 장수를 의미합니다.

 inherit v. 물려받다, 이어받다, 상속하다, 유전되다

His children will inherit nothing from their father.

그의 아이들은 아버지로부터 어떤 것도 물려받지 못할 것이다.

 migrate v. 이주하다, 이동하다

Every year, more than 50 million crabs migrate from the 

island.

매년 5천만 마리 이상의 게들이 그 섬에서 이동합니다.

 as well as ~뿐만 아니라, 게다가

She was intelligent as well as beautiful.

그녀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머리도 좋았다.

 export n. 수출, 수출액, 수출품

The main export products are bananas, coffee, and 

wood.

주요 수출품은 바나나, 커피 그리고 나무입니다.

 status n. 1. 지위, 신분 2. 상태, 사정

What jobs have the most status in Korea?

한국에서는 어떤 직업들이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죠?

 flexible adj. 1. 융통성 있는, 적응성 있는 2. 유연한, 탄력적인

As you can see, she has a very flexible body.

보다시피 그녀는 매우 유연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material n. 1. 자료 2. 재료, 소재 adj. 물질의

Animal fur is one of the warmest and best materials for 

clothing.

동물의 털은 옷을 위한 가장 따뜻하고 좋은 재료 중 하나입니다.

스피드 VOCA 중등편
JAY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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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n. 물품, 품목, 사항

Think why each item is important to you.

각 항목이 왜 여러분에게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value n. 1. 가치, 가치관 2. 평가 v. 중시하다

They are rarely sold and also their value is priceless.

그것들은 잘 팔리지 않으며 그 가치 또한 어마어마하다.

 mainstream n. 주류, 대세 adj. 주류의

The bicycle trend is a part of mainstream culture in 

Japan.

자전거 열풍은 일본에서는 주류 문화의 한 부분이다. 

 border n. 1. 국경, 경계 2. 영토 v. 접해 있다, 인접하다

The U.S. and Canada share border and many other things.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과 다른 많은 것들을 공유합니다.

 rare adj. 드문, 희귀한

I also have many rare pencils such as a golden pencil.

나는 또한 금 연필과 같은 희귀한 연필도 많이 가지고 있다.

 system n. 시스템, 제도, 체계

Under this new system, all addresses are translated 

into English.

이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모든 주소가 영문으로 번역됩니다.

 comment n. 논평, 발언, 의견, 말 v. 언급하다

His comments send a horrible message to teenagers.

그의 말은 10대들에게 잔인한 메시지를 전한다.

 trade n. 무역, 거래, 통상, 시장 v. 교역하다

He successfully earned a lot of money by trading.

그는 무역을 통해 성공적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detect v. 발견하다, 탐지하다

Usually, people can detect five tastes through their 

tongue.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혀를 통해 다섯 가지의 맛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climate n. 1. 기후, 날씨 2. 분위기

Due to climate change, temperatures are rising around 

the world.

기후 변화 때문에, 전 세계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criminal n. 범인, 범죄자 adj. 범죄의, 형사상의

All criminals are bad people.

모든 범죄자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saint n. 성자, 성인

For many people, God or a saint is ideal.

많은 사람들에게, 신이나 성인은 이상적이다.

 moody adj. 시무룩한, 기분이 언짢은, 변덕스러운

The lack of sleep can make children moody.

수면 부족이 아이들을 침울하게 만들 수 있다. 

 wonder v. 1. 궁금해 하다 2. 의심하다 3. 놀라다

I wonder what I will get from my parents this year.

나는 올해 부모님께 무슨 선물을 받을지 궁금해.

 above   adj. 1. 위의 2. 앞에 말한   

 prep. 1. ~보다 위에 2. ~을 넘는

They were built above hot springs and natural mineral 

water.

그것들은 온천과 광천수 위에 지어졌다.

 prefer v. 선호하다, 좋아하다

Which do you prefer to buy, new or used products?

당신은 신상품과 중고품 중 어느 것을 선호하나요?

 dull adj. 1. 지루한, 따분한, 단조로운, 침체한 2. 둔한, 무딘

It would be very boring and dull.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할 것입니다.

 yell v. 소리 지르다, 외치다, 화내다

I don't yell at my sisters anymore either.

저는 또한 여동생들에게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bother v. 1. 괴로워하다 2. 성가시게 하다, 귀찮게 하다 

Do not bother others.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principal   n. 1. 교장 2. (꾸어 주거나 투자한) 원금  
 adj. 주요한

Today, the principal talked about patience.

오늘은 교장 선생님께서 인내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

스피드 VOCA 중등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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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ificant adj. 중요한, 상당한, 중대한

Jewelry is a significant part of many people’s lives.

보석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nod v. (고개를) 끄덕이다, 목례하다

Jeff nodded in response to the question.

Jeff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crack n. 균열, 금 v. 금이 가다, 갈라지다

It has many cracks on it. 

그것은 금이 많이 갔습니다.

 nation n. 국가, 나라, 민족

As a matter of fact, England is a multi-cultural nation.

사실, 영국은 다문화 국가야.

 standard n. 1. 기준, 수준 2. 규격 adj. 일반적인, 표준적인

Youth don't need to conform to traditional standards of 

behavior.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행동 기준에 순응할 필요가 없다.

 active adj. 활동적인, 활발한, 능동적인

She was much more active and positive than I expected.

그녀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활발하고 긍정적이었다.

 intense adj. 강렬한, 심한, 집중적인

The demand for fishing products puts intense pressure 

on fish populations.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물고기 개체 수에 강한 압력을 주고 있다.

 whole adj. 전체, 모든

I could see the whole city from the top of the tower.

난 탑 꼭대기에서 전체 도시를 볼 수 있었다.

 account n. 1. 계좌, 회계 2. 말 3. 보고 v. 차지하다

He reportedly has $4 billion hidden in secret accounts in 

European banks. 

소문에 의하면 그는 유럽 은행의 비밀 계좌에 40억 원을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refer v. 1. 가리키다 2. 언급하다 3. 참고하다 4. 지시하다

Black ice refers to a thin coating of glazed ice on a surface.

블랙 아이스는 표면의 반짝이는 얇은 얼음 막을 지칭한다.

 architect n. 1. 건축가 2. 입안자

He went on to have an illustrious career as an architect.

그는 건축가로서 화려한 경력을 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occur v. (일, 사건이) 발생하다, 나타나다

Real advances in science tend to occur when solutions 

do not fit the predictions.

과학에서 진정한 진보는 해결책이 예상에 들어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feather n. 1. 깃털 2. 가벼운 것

Consider the feathers before passing on a rumor.

소문을 전하기에 앞서 (주워야 할) 그 깃털들을 생각하라.

 chest n. 가슴

Put your right hand on the left side of your chest. 

왼쪽 가슴에 오른손을 올려두세요.

 laundry n. 1. 세탁물, 세탁, 빨래 2. 세탁소

If you’re too busy to do laundry, don’t worry about it.

너무 바빠 세탁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scholar n. 학자, 교수, 지식인

Fewer than 10% of these world-class scholars are 

selected to make The Great Courses. 

세계 일류 학자들 중에서도 10%가 안 되는 분들이 The Great 

Courses를 만드는 데 선택됩니다.

 confine v. 1. 가두다 2. 국한하다, 제한하다 adj. 꽉 막힌 

They confined themselves on the small island without 

sailing toward the sea.

그들은 바다 쪽으로 항해하지 않고 그 작은 섬 안에 스스로를 가뒀다.

 anticipate v. 기대하다, 예상하다, 예견하다

"This is bigger than I had anticipated," he added. 

그는 "이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데."라고 덧붙였다.

 blind   v. 눈을 멀게 하다 adj. 1. 눈 먼, 맹인의 2. 맹목적인  
 n. 블라인드

At first I was blinded by the flame; then I saw something 

creeping toward me.

처음에 나는 불꽃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나는 뭔가가 나를 

향해 기어 오는 것을 보았다.

스피드 VOCA 중등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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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pe v. 긁다, 벗기다, 문지르다 n. 상처

We also had to scrape the old paint off the wall with 

sand paper.

우리는 또한 사포로 벽에서 오래된 페인트를 긁어내야 했다.

 tear n. 눈물 v. 찢다, 분열하다

He held her close while Mary cried endless tears. 

그는 Mary가 끝없이 눈물을 흘리는 동안 그녀를 꼭 안아 주었다. 

 scratch v. 1. 긁다, 할퀴다 2. 삭제하다 n. 스크래치, 흠집

Well, let's just say that it is so hard that it can't be 

scratched. 

음, 너무 단단해서 긁히지 않는 정도라고 하자.

 unfortunately adv. 불행하게도

Unfortunately, working at night meant I could no longer 

have dinner with my wife.

불행히도, 밤에 일하는 것은 내가 더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없

다는 것을 의미했다.

 exchange n. 1. 교환, 거래소 2. 환율 v. 교환하다, 주고받다

They raise pigs as a means of exchange and dogs for 

hunting.

그들은 교환의 수단으로 돼지를 기르고 사냥을 위해 개를 기른다.

 disarm v.   1. 무기를 거두다, …의 무기를 빼앗다  
2. 군비를 축소하다 

Therefore, the United States should disarm its nuclear 

arsenal. 

그러므로 미국은 핵무기를 축소해야 한다.

 transfer v.   1. 옮기다 2. 갈아타다, 바꾸다  
3. 물려주다, 넘겨주다

I was immediately transferred to a manager named 

Rosa.

내 전화는 즉시 Rosa라는 관리자에게 연결되었다.

 polite adj. 예의 바른, 정중한

“Mansu is very polite”, said Mr. Davis.

“만수는 참 예의가 바르구나.” 라고 Davis가 말했다.

 attempt   v. 1. 시도하다 2. 계획하다   

 n. 1. 시도 2. 노력 

He attempted to get a student visa but was denied.

그는 학생 비자를 받으려고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

 worship v. 숭배하다, 예배하다 n. 숭배, 예배, 신앙

Some people wish to worship God in their own way.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의 방식대로 신을 숭배하기를 원한다.

 tremble v. 1. 떨리다, 진동하다 2. 전전긍긍하다

My mom was so angry that she trembled her hand while 

cooking. 

내 어머니는 몹시 분노하셔서 요리하실 때 손을 떠셨다.

 lively   adj. 생기 넘치는, 쾌활한   

 adv. 생생하게, 활발하게, 활기차게

Samba has become a lively and exciting dance with 

wonderful rhythms.

삼바는 근사한 리듬을 가진 생동감 넘치고 흥겨운 춤이 되었다. 

 waterproof adj. 방수의

The waterproof gloves I bought felt really warm. 

내가 산 방수 장갑은 정말 따뜻했다.

 thread n. 1. 실 2. 공통된 주제 3. 가는 선

At the beginning they form a kind of invisible thread.

처음에 그것들은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을 만든다.

 subway n. 지하철

The subway systems are very convenient.

지하철 시스템은 매우 편리하다.

 refrigerator n. 냉장고

Storing medication in the refrigerator is also not a good 

idea.

의약품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authority n. 당국, 권한, 권위, 권위자, 권력

There was one senior in the class named Rick, who 

spoke with authority.

그 수업에는 Rick이라는 이름의 4학년생이 있었는데, 그는 권위 있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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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ude v. 포함하다, 포괄하다

It included playing with Legos and going to the zoo.

그것은 Lego 가지고 놀기와 동물원 가기를 포함했다.

 mind n. 마음, 생각, 정신 v. 명심하다

Any idea of fulfillment didn’t exist in their minds.

성취감에 대한 생각은 그들의 마음에 존재하지 않았다.

 steam n. 증기, 김 v. 1. 찌다 2. 화내다, 열을 내다

Steam does not stick to the glasses but instantly goes 

away.

증기는 안경에 달라붙지 않고 즉시 없어집니다.

 combine v. 합치다, 결합시키다, 연합시키다, 통합하다, 합계하다

He combines plants and architecture to improve the 

city’s air quality.

그는 도시의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식물과 건축 양식을 결합합니다.

 gap n. 간격, 차이, 갭, 격차

There will always be a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는 언제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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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동사

① be동사

  단수  복수

 1인칭  am  are

 2인칭  are  are

 3인칭  is  are

 am, is의 과거형은 was are의 과거형은 were

 I am your father.  <1인칭 단수>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You are my daughter.  <2인칭 단수> 너는 내 딸이다.

 She is my wife.  <3인칭 단수> 그녀는 나의 아내이다.

 We are a family.  <1인칭 복수> 우리는 한 가족이다.

 You are my sons.  <2인칭 복수> 너희들은 나의 아들들이다.

 They are not my family.  <3인칭 복수> 그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다.

 I was tired yesterday.  <am의 과거형 was> 나는 어제 피곤했다.

 He was happy.  <is의 과거형 was> 그는 행복했다.

 They were out of order.  <are의 과거형 were> 그들은 통제 불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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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동사의 세 가지 뜻

① 이다

 He is twenty years old.

 그는 20살이다.

 It is cute and smart little dog.

 이것은 귀엽고 똑똑한 작은 강아지이다.

 They are tourists from Europe.

 그들은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이다.

② 있다

 I am in the kitchen.

 나는 부엌에 있다.

 The hat is on the chair.

 그 모자는 의자 위에 있다.

 There are final tests on Thursday.

 목요일에 마지막 시험들이 있습니다.

③ 되다

 My father is angry because of me.

 아버지는 나 때문에 화가 나셨다.

 She has been sick in the past year.

 그녀는 지난 일 년 동안 아팠다.

 Autumn is cool and the skies are clear.

 가을은 시원하고 하늘은 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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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동사

 동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말. 혼자서는 쓰일 수 없고 바로 뒤에 이 온다. 

 또한  do, can, will, may, must, should, used to 등이 있다.

 can ~할 수 있다

 I can understand his class. 나는 그의 수업을 이해할 수 있다.

 will ~할 것이다

 We will open a new store this year. 우리는 이번 해에 새로운 가게를 열 것이다.

 must ~해야 한다

 Drivers must follow the traffic laws. 운전자들은 교통법을 따라야만 한다.

 should ~해야 한다

 I should write it in my notebook. 나는 그것을 공책에 써야 한다.

 used to ~하곤 했다

 He used to eat a lot when he was a kid. 그는 아이였을 때 많이 먹곤 했다.

③ 일반동사

 am, are, is의 be동사나 can, will, may와 같은 조동사를 제외한 동사를 가리키는 말.　

 일반적으로 주어의 동작을 나타낸다.

 (ex)  have 가지다    study 공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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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연습해석 연습

028. Cold is a common disease.

029. He is always neat and tidy.

030. A tall boy stood there.

031. He won a prize in the photo contest.

032. She lives near the airport.

033. You can see the baseball game on channel 4.

034. You should keep in touch with your old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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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review03

주어진 해석을 참고하여 괄호에 알맞은 조동사를 고르시오.

035. She [ can / must ] wear glasses for reading.

 그녀는 (책을) 읽기 위해 안경을 써야 한다.

036. They [ will / should ] take off their shoes.

 그들은 신발을 벗어야 한다.

037. I [ will / used to ] go to the concert with you. 

 나는 너와 같이 콘서트에 갈 것이다.

038. You [ can / should ] find this word in a dictionary. 

 너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을 수 있어.

039. I [ must / used to ] work at a restaurant near my house. 

 나는 집 근처의 한 식당에서 일하곤 했다.

040. You [ can / should ] wash your hands after you come back home. 

 너는 집에 돌아온 후 손을 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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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ility n. 1. 시설, 설비 2. 재능

Nuclear weapons must be stored in special facilities. 

핵무기는 특별한 시설에 저장되어야 한다.

 upload v. 업로드하다 2. 화물이나 연료를 채우다

I upload all the pictures I take onto my blog.

나는 내가 찍은 모든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다.

 absorb v. 1. 흡수하다, 빼앗다 2. 열중하다 3. 받아들이다

This means it can absorb more pollutants.

이는 그것이 더 많은 오염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evaporate v. 증발하다, 사라지다

Moreover, the wool fiber makes moisture evaporate 

fast. 

게다가, 울 섬유는 수분이 빨리 증발하게 만든다.

 shortcut n. 지름길, 최단 노선

A highway can act as a shortcut that bypasses smaller 

local streets.

고속도로는 작은 지방 도로를 우회하는 지름길 역할을 할 수 있다. 

 decorate v. 장식하다, 꾸미다

I also love decorating a Christmas tree with my family. 

나는 우리 가족이랑 같이 크리스마스트리 장식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

 borrow v. 빌리다, 대여하다, 차용하다, 빚지다

With only 10 dollars a month, you can borrow up to five 

books at a time.

한 달에 단지 10달러로, 한 번에 다섯 권까지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fake adj. 가짜의, 거짓의 n. 위조품

This is fake science-pseudoscience.

이것은 가짜 과학, 즉 사이비 과학이다.

 besides prep. ~외에,  ~제외하고 adv. 게다가

Besides hamburger steaks, Hamburg is famous for 

other regional foods.

햄버거 스테이크 외에, Hamburg는 다른 지역의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leap v.   1. 껑충 뛰다, 도약하다 2. 상승하다, 발전하다  
3. 갑자기 …하다

My heart leaps 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내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 내 심장은 뛴다.

 clinic n. 병원, 진료소

He rebuilt his clinic and built another one in Jeonju.

그는 자신의 병원을 다시 설립했고, 전주에 또 다른 병원을 설립했다.

 fix v. 1. 고치다 2. 고정하다

It took 40 days to fix the cracks and holes on the statue. 

동상의 금과 구멍을 수리하는 데 40일이 걸렸습니다.

 symbol n. 상징

The Chinese consider the animal as a symbol of bravery.

중국인들은 그 동물을 용기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breed n. 품종 v. 1. 번식하다 2. 사육하다

A wide range of breeds can be used as therapy dogs.

다양한 품종의 개들이 치료 견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navy n. 해군

The two navies held the activities in 2005.

그 두 해군들은 2005년에 그 활동을 가졌다.

 greet v. 환영하다, 인사하다

My grandfather greeted us with a big smile.

나의 할아버지는 우리를 함박웃음으로 맞아주셨다.

 mess n. 엉망진창, 혼란 v. 망치다, 어지럽히다

New York is still a mess after hurricane Sandy. 

뉴욕은 허리케인 Sandy가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엉망진창이야.

 angle n. 1. 각도 2. 관점 3. 모서리

The glass windows will be built in many different 

angles. 

유리로 된 창문이 여러 다른 각도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remember v. 기억하다, 생각하다, 상기하다

I remember that she was smiling up at me.

나는 그녀가 나를 올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던 것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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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ck n. 1. 주식, 증권 2. 재고

I have chosen to invest my money in the stock market.

나는 내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로 선택했다.

 related adj. 관련된, 관계된, 연관된

This is because May has several days related to families.

이것은 5월에는 가족과 관련된 여러 기념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administer v. 1. 관리하다, 운영하다 2. 실시하다, 집행하다 

It was administered by Portugal from the mid-16th 

century until 1999. 

이곳은 16세기 중반부터 1999년까지 포르투갈에 의해 관리되었다.

 remind v. 상기시키다, 생각나게 하다

It reminded me of my own mother.

그것은 나의 엄마를 생각나게 했다.

 definite adj. 확실한, 명확한, 확정된

This is a definite solution for humans and Earth. 

이것은 인류와 지구를 위한 명확한 해결책이다.

 manner n. 방식, 예의범절, 태도

In schools, science is often presented in a dry and 

uninteresting manner.

학교에서 과학은 종종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lightning n. 1. 번개, 벼락 2. 전율

Lightning can strike even out of a clear blue sky.

번개는 심지어 맑고 푸른 하늘에서도 칠 수 있습니다.

 distribute v. 배포하다, 나눠주다, 분배하다

Three types of robots were distributed to 64 households. 

세 종류의 로봇이 64개의 가정에 배부되었다.

 ideal n. 이상 adj. 이상적인, 관념적인

Such an ideal provides you with a guide, but it should 

not be a daily standard.

이러한 이상은 당신에게 지침을 제공하지만, 그것은 일상적 기준이 아

니어야 한다.

 vehicle n. 1. 자동차, 이동수단 2. 매개물

Peer pressure among them can affect how they drive a 

vehicle.

그들 사이의 또래 압력은 그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rticle n. 1. 기사, 논문 2. 조항, 규약 3. 물건

He stared at the photo of the missing girl in the 

newspaper article. 

그는 신문 기사에 실린 실종 소녀의 사진을 확인하였다. 

 imply v. 1. 함축하다, 암시하다, 내포하다 2. 포함하다

Silence often implies consent.

침묵은 때때로 동의를 의미한다.

 famous adj. 유명한

A famous diamond company deals with people’s 

psychology clearly.

한 유명한 다이아몬드 회사는 분명하게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

 rule n. 규칙, 규정, 법칙 v. 통치하다, 지배하다

All you have to do is just follow some rules!

여러분은 몇몇 규칙만 따르면 된답니다!

 friendship n. 우정, 친밀

It is also a way of showing love and friendship.

그것은 또한 사랑과 우정을 보여주는 한 방법입니다.

 oppose v. 반대하다, 저지하다, 대비시키다

They are strongly opposing the policy.

그들은 강력하게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command   v. 지휘하다, 명령하다, 지시하다  
 n. 1. 명령 2. 사령부 

The captain commanded his men to stay where they 

were.

대장은 부하들에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명령했다.

 recover v. 회복하다, 되찾다, 복구하다

You would benefit more by giving your body a chance to 

recover.

당신의 몸에 회복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당신은 더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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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spite of ~에도 불구하고, ~을 무시하고

The two show their considerations in spite of their 

poverty.

그들의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배려를 보여줍니다.

 attitude n. 1. 태도, 자세 2. 사고방식

It reflects a bad attitude that society wants to 

discourage.

그것은 사회가 억누르고 싶은 나쁜 태도를 반영한다.

 repair v. 1. 수리하다, 고치다 2. 회복하다, 치료하다

We should find and repair the hole, before it is too late.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구멍을 찾아내어 수리를 해야 한다.

 advantage n. 1. 이점, 우위 2. 이익, 혜택

Living in a big city has a lot of advantages.

대도시에 살면 좋은 점이 많아.

 cotton n. 솜, 면직물

Turn it inside out, and fill it with cotton.

안쪽이 밖이 되도록 뒤집고 안을 솜으로 채워라.

 famine n. 기근, 기아, 굶주림

She found a group of families who were trying to survive 

the famine.

그녀는 기근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가족들을 발견했다.

 describe v. 1. 묘사하다, 표현하다 2. 설명하다, 기술하다

The book also describes the conflicts within themselves 

and against their parents.

그 책은 또한 그들이 자기 자신과 겪었던 갈등, 부모님과 겪었던 갈등

에 대해서도 묘사한다.

 descend v. 내려오다, 하강하다

While descending the mountain, they became lost in a 

snowstorm. 

산을 내려오는 중에, 그는 눈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었다.

 lie   v. 1. 놓여 있다, ~에 달려 있다 2. 거짓말하다 3. 눕다  
 n. 거짓말

Lying near the equator, French Guiana has a tropical 

climate. 

프랑스령 기아나는 적도 근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constitution n. 1. 체질, 체격 2. 헌법, 규약 3. 구성

People’s lifestyles and constitutions differ from one 

another.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체질은 서로 다르다.

 pride n. 1. 자부심, 자랑 2. 자존심, 긍지

He takes a lot of pride in his fashion.

그는 그의 패션에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fresh adj. 신선한

Go out for a walk and get some fresh air.

나가서 산책도 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요.

 dozen n. 1. 수십 2. 한 다스, 12개

Do you find yourself smiling at dozens of Christmas 

cards? 

당신은 수십 개씩 되는 크리스마스카드를 보고 행복해하는가? 

 regardless of 상관없이, 관계없이

I just want the best result regardless of the cost.

난 그저 비용에 상관없이 최고의 결과를 원해.

 agreement n. 1. 협정, 계약 2. 합의, 동의

Germany and Russia agreed informally to abide by the 

agreement. 

독일과 러시아는 비공식적으로 합의를 지키기로 동의했다.

 mass adj. 대량의, 대중의 n. 질량

Modern mass production influences their lives and 

culture.

현대의 대량 생산이 그들의 삶과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devote v. 1. 헌신하다, 바치다 2. 몰두하다, 전념하다

Albert Schweitzer devoted his life to help people in 

need.

Albert Schweitzer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의 일생

을 헌신했습니다.

 traffic n. 교통, 통행

Traffic accidents are one of the most common causes of 

injury.

교통사고는 부상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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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ve v. 조각하다, 차지하다, 자르다, 개척하다, 분할하다

I only intended to spend a few days in the ancient rock-

carved city of Petra.

나는 암벽을 깎아 만든 페트라라는 고대의 도시에서 단지 며칠만 보낼 

작정이었다.

 rent v. 빌리다, 임대하다 n. 세, 집세 

Children can rent skates and protection gears for only 

2,000 won.

어린이들은 스케이트와 보호 장비를 단돈 2,000원이면 빌릴 수 있습니다.

 manage v. 관리하다, 운영하다, 어떻게든 …하다

Emotions are often seen as something to be regulated 

or managed.

감정은 종종 조절되거나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until prep. ~까지, ~할 때까지

The game will continue throughout the party until the end.

이 게임은 파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disaster n. 1. 재난, 재앙, 사고 2. 실패

The disasters caused about 20,000 casualties.

이 재난으로 약 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hatch v. 부화하다, 계획을 세우다

Female leopard sharks lay eggs and hatch them inside 

their bodies.

암컷 leopard shark는 알들을 낳고 나서 그들의 몸 안에서 그것들을 

부화시킨다.

 rise v. 증가하다, 상승하다, 높아지다

Mister, if you let a black balloon go, will it rise too?

아저씨, 만약 아저씨가 검은색 풍선을 놓아주면 그것도 (하늘로) 올라갈

까요?

 tame v. 1. 길들이다 2. 억제하다, 완화하다 adj. 온순한

What would happen if all the wild horses were tamed? 

야생마가 모두 길들여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decay v. 부패하다, 쇠퇴하다 n. 1. 부패 2. 충치

It can detect the gases produced by decaying animal 

bodies.

그것은 부패하는 동물 사체에서 생겨나는 가스를 감지할 수 있다.

 species n. 종, 종류

Several animal species help other injured animals 

survive.

몇몇 동물 종(種)들은 다른 부상당한 동물이 생존하도록 돕는다.

 density n. 밀도, 농도, 조밀도

The air density above our planet is not the same all the 

time.

우리 지구의 공기 밀도는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professor n. 교수

He is a professor at Stanford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그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insect n. 곤충, 벌레

They will examine the insect and send it back home.

그들은 그 곤충을 조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engage v. 1. 참여하다, 관여하다 2. 약혼하다

Students should engage in other activities, such as 

sports, art, and music.

학생들은 스포츠, 예술, 음악과 같은 다른 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

 sticky adj. 끈적거리는, 달라붙는, 까다로운

My skin gets sticky and it doesn’t feel so good.

내 피부는 끈적끈적해지고 그것은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아.

 collect v. 1. 수집하다, 모으다 2. 받다, 징수하다

She began collecting scraps of fabric as she sewed.

그녀는 바느질을 하면서 천 조각을 모으기 시작했다. 

 memory n. 기억, 추억, 유산

I have a very special memory about that yellow 

umbrella.

그 노란 우산에 관한 매우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다.

 sculpture n. 1. 조각, 조소 2. 조각품, 조형물 v. 조각하다

All through the summer, he drew pictures and made 

sculptures of her.

여름 내내 그는 그녀의 그림을 그렸고 그녀의 조각상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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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n. 1. 시간, 기간 2. 회의 3. 개정

We will now proceed with the afternoon session on child 

abuse.

우리는 이제 아동학대에 관한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dangerous adj. 위험한

Maybe the planet is full of dangerous aliens or plants.

아마도 그 행성에는 위험한 외계인이나 식물들로 가득할지도 몰라.

 familiar adj. 익숙한, 친숙한, 낯익은

You may not be familiar with the name.

여러분은 아마 그 이름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elecommute v. 재택 근무하다

Many people who telecommute find it liberating and 

convenient.

재택근무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여긴다.

 abandon v. 버리다, 포기하다, 유기하다

Many people abandon their pet dogs when they go on 

vacation.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러 가는 길에 그들의 애완견을 버려요.

 calorie n. 칼로리, 열량

The calorie counters will calculate a person's height 

and weight.

칼로리 계산기는 사람의 신장과 체중을 계산할 것이다.

 license n. 면허증

In just a few hours, my son came back with his driver’s 

license! 

몇 시간이 지난 뒤, 내 아들은 그의 면허증을 가지고 돌아왔다! 

 forefather n. 조상, 선조

My forefathers were not Mayan.

우리 조상은 마야인이 아냐. 

 label n. 상표, 표시 v. 라벨을 붙이다, 꼬리표를 붙이다

We just read the back of a label on a packet.

우리는 그저 포장에 붙은 라벨의 뒷부분을 읽어보죠.

 repeat v. 반복하다, 따라하다, 되풀이되다

This way, they will learn to not repeat the action.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배울 것입니다.

 pull v. 끌다, (잡아) 당기다

So, do not throw or pull your friends into the pool.

그러므로 당신의 친구를 수영장으로 내던지거나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commit v.   1. 저지르다, 범하다 2. 약속하다  
3. 전념하다 4. 위탁하다

Marcia offered a number of approaches but the client 

couldn’t commit to them.

Marcia는 많은 접근 방법을 제시해주었지만, 그 고객은 어느 것에도 

전념할 수 없었다.

 sparkle n. 1. 광채, 광택 2. 활기 v. 반짝이다, 빛나다

They dug up the earth and saw a sparkle in the soil.

그들은 땅을 파냈고 흙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rotten adj. 1. 썩은, 부패한 2. 무례한 

The flower smells like rotten meat. 

그 꽃은 썩은 고기 냄새가 납니다.

 associate   v. 연관 짓다, 관련시키다, 연상하다  
 n. 1. 동료 2. 연관

A space rock is associated with the end of the dinosaurs.

우주 암석이 공룡의 멸종과 관련이 있다.

 natural adj. 자연의, 타고난

He recently made a natural song with the sound of rain.

그는 최근에 빗소리로 자연의 노래를 만들었다.

 chase v. 뒤쫓다 n. 추격, 추적

For example, one story was about a guy being chased by 

a big dog.

예를 들어 한 이야기는 큰 개에게 쫓기고 있던 한 남자에 관한 것이었

다.

 situation n. 1. 상황, 상태 2. 입장

The emotion itself is tied to the situation in which it 

originates.

그 감정 자체는 그것이 일어나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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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toon n. 만화 (영화), 시사만화, 풍자만화

He’s one of my favorite cartoon characters.

그는 내가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 중 하나이다.

 disgust n. 혐오, 메스꺼움

She gave me a look of disgust and pulled away.

그녀는 혐오의 눈빛으로 나를 보고는 몸을 뺐다.

 match n. 1. 성냥 2. 시합, 경기 3. 짝 v. 어울리다, 필적하다

Finally, I managed to light a match.

마침내 나는 가까스로 성냥불을 켰다.

 permit v. 허용하다, 허가하다, 용납하다

I cannot permit you access to any high-level security 

area.

나는 당신에게 높은 보안 등급 구역의 접근 허가를 해줄 수 없다.

 final ad  j. 1. 마지막의, 최종의 2. 결정적인   
n. 1. 결승전 2. 기말 시험

The final round was held at a convention center on May 31.

결승전은 5월 31일 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glory n. 영광 v. 기뻐하다

Will the team revive its previous glory?

그 팀은 예전의 영광을 재현할 것인가?

 thief n. 도둑, 절도

Fortunately, the thief was caught and the artwork is 

safe!

다행히, 도둑은 잡혔고 예술품은 안전합니다!

 decode v. 1. 해독하다, 풀다 2. 번역하다

An Italian research team recently decoded penguins' 

calls. 

이탈리아의 연구팀은 최근 펭귄의 울음소리를 해독했습니다.

 burden n. 1. 부담, 부담감, 짐 2. 책임

It is a big burden not only for students but also for their 

parents.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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