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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andon 그만두다; 단념하다; 버리다; 저버리다

2. abnormal 비정상적인; 변칙의

3. aboard 탑승하다

4. abolish 폐지하다; 없애다

5. abound 많이 있다, 풍부하다

6. abroad 해외의

7. absence 없음; 부재; 결석

8. absolute 절대적인

9. absorb 흡수하다

10. abstract 추상적인, 관념적인

11. access 접근하다; 접근

12. accommodate 수용하다; 편의를 도모하다; 숙박시키다

13. accompany 동반하다; 수반하다

14. account for~ 비율을 차지하다; ~의 원인이 되다; 설명하다

15. accumulate 모으다; 축적하다

16. accustomed 익숙한

17. achieve 이루다, 성취하다

18. acknowledge 인정하다; 동의하다; 감사의 뜻을 표하다; 받았음을 알리다

19. acquaint 숙지시키다, 알게하다

20. acquire 획득하다; 얻다

21. activity 활동

22. actual 실제의; 현실의

23. adapt 적응시키다; 각색하다

24. addict 빠지게 하다; 중독자; 열중자

25. addiction 중독 

26. adequate 충분한; 알맞은

27. adhere 들러 붙다, 집착하다

28. adjust 조절하다; 조정하다

29. administer 운영하다; 집행하다

30. admit 인정하다

31. adolescent 청년, 젊은이; 청소년기의

32. adopt 받아들이다

33. adult 성인; 어른

34. advent 출현, 도래

35. adverse 반대의; 해로운

36. advertise 광고하다; 발표하다

37. affection 애정;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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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aged 나이든

39. agenda 과제; 의제; 비망록

40. agent 대리인; 직원; 행위자; 동기

41. aggressive 적극적인; 의욕적인; 공격적인; 침략의

42. ahead 앞으로; 미리; 진보하여

43. aim 목적; ~을 목표하다

44. alert 방심하지 않는; 조심하는; 기민한;

45. allowance 용돈; 수당; 허락; 허가

46. ally 결합시키다; 동맹시키다; 동맹국

47. alter 바꾸다; 고치다

48. alternative 양자택일; 대안

49. altitude 고도; 높이

50. ambiguous 두 가지 뜻을 지닌; 모호한

51. animate 생기를 불어넣다; 살아있는

52. annoy 짜증나게하다

53. anticipate 예상하다; 기대하다

54. antique 고대의; 과거의

55. anxiety 걱정; 불안; 갈망; 열망

56. apologize 사과하다

57. appeal 호소하다

58. applaud 박수 갈채를 하다; 칭찬하다

59. appliance 전기 제품; 기구

60. applicable 적용할 수 있는; 들어 맞는

61. apply for 신청하다, 지원하다

62. apply to 적용되다, 적합하다; 의뢰하다, 문의하다

63. appreciate 감사하다; 감상하다; 인정하다

64. appreciation 감사; 감상; 인정

65. approve (좋다고) 인정하다; 승인하다; 인가하다

66. approximate 근접한; 대략의

67. aptitude 적성

68. argument 주장; shswod

69. arrogant 거만한; 오만한

70. arrow 화살

71. article 기사; 논설; shsans

72. artificial 인공적인; 인위적인

73. ascend 오르다; 상승하다

74. ashamed 부끄러운

75. aside ~엎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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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aspect 외관; 모양; 양상; 면; 국면; 관점; 견지

77. aspire 열망하다

78. assemble 조립하다; 모으다

79. assert 단언하다; 강하게 주장하다

80. asset 재산; 자산; 귀중한 것; 장점

81. assist 도와주다; 돕다

82. associate 연상하다; 관련시키다; 교제하다; 어울리다; 동료

83. assume 추정하다; 가정하다 ; (책임; 임무를) 떠맡다; ~인체하다; 가장하다

84. assure 보증하다; 확신시키다

85. astound 크게 놀하게 하다

86. atmosphere 대기;분위기

87. attain 달성하다; 이루다

88. attempt 시도; 시도하다

89. attentive 주의 깊은; 세심한

90. attract 끌어당기다

91. attribute ~의 탓으로 돌리다; 속성; 특성

92. auditory 귀의; 청각의

93. authentic 믿을 만한; 확실한

94. author 작가

95. authority 권위; 권한; 정부 당국

96. autograph 자필 서명

97.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98. aware 알고 있는, 정통한

99. awe 두려움; 외경; 두려움을 느끼게 하다

100. ban 금지하다; 금지(령)

101. barren 불모의; 메마른

102. barrier 장애물; 장벽

103. behave 행동하다

104. behold 주시하다; 바라보다

105. beneficial 이로운; 유익한

106. besides 게다가; ~이외에도

107. beware 주의하다; 조심하다

108. beyond ~을 넘어서

109. bias 편견; 성향

110. bit 조금; 소량 

111. blame 비난하다

112. bloom 꽃이 피다

113. booklet 소책자; 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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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boredom 권태; 지루함

115. bother 괴롭히다

116. bothersome 귀찮은; 성가신

117. bounce 튀어오르다

118. boundary 경계(선)

119. brag 자랑하다; 뽐내다

120. break away ~로부터 벗어나다

121. break down 고장나다, 무너지다; 분해되다, 분류되다; 

122. break into 침입하다, 난입하다; 갑자기 ~하기 시작하다

123. break off 끊다; 중단하다; 헤어지다, 절교하다

124. break through ~을 헤치고 나아가다

125. break up 해체하다; 무너지다; 끊내다; 해산하다; 관계를 끊다; 헤어지다

126. break with ~와 관계를 끊다; 탈퇴하다

127. breakthrough 돌파; 타개

128. breed 사육하다; 교배하다; 낳다; 일으키다

129. brief 간단한; 짧은; 개요; 적요

130. bring about 야기시키다; 일으키다

131. bring down 내리다; 하락시키다; 넘어뜨리다; 전복시키다

132. bring in 도입하다; 소개하다; (수입,이익등을) 벌어들이다

133. bring on 초래하다; 일으키다; 향상시키다; 빨리 자라게 하다

134. bring out (밖으로) 분명히 하다; 나타나다; 세상에 내놓다; 출판하다; 꺼내다

135. bring together 소집하다; 모이게 하다; 결합시키다; 화해시키다

136. browse 대강 훑어 보다; 풀을 뜯어 먹다

137. bruise 타박상을 입히다; 멍들게 하다; 타박상

138. budget 예산(안); 경비

139. cabin 오두막

140. call for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불러내다; 데리러 들르다

141. call on 부탁하다; 요구하다; 방문하다

142. candid 솔직한, 숨김없는

143. candidate 입후보자; 지원자

144. capable 가능성있는;능력있는 

145. capacity 수용능력; 능력

146. capital 수도; 자본; 자금

147. cast ~을 던지다;시선을던지다 

148. casual 우연한, 우발적인; 격식을 차리지 않는

149. casualty 사상자; 희생자

150. category 범주; 범위

151. caterpillar 애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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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cause 원인; 대의명분

153. caution 조심; 신중함; 경고하다; 주의를 주다

154. celebrate ~을기념하다; 

155. cemetery 공동묘지, 매장지

156. certify 증명하다, 보증하다

157. chant 노래; 창가; 노래하다

158. characteristic 성격; 특성

159. characterize 건설하다; 구성하다

160. charity 사랑, 자비; 자선 단체, 자선 기금

161. cherish 소중히 하다; 마음에 품다

162. choke 질식시키다; 메우다

163. chore 지루한 일; 허드렛일

164. chronic 만성적인, 상습적인

165. circumstance 주의의 사정; 상황

166. claim 주장하다

167. clarify 맑게하다; 명백하게 하다

168. clinical 임상 치료의; 분석적인, 냉철한

169. clue 단서; 암시

170. clumsy 어색한, 꼴사나운; 서투른

171. coat 외투; 모피; 도금

172. collapse 무너지다; 붕괴하다

173. colleague 동료

174. combat 싸우다; 투쟁하다; 전투

175. come across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찾아내다; 이해되다

176. come along 도착하다; 나타나다; 동행하다; 진보하다, 나아가다

177. come into (재산을) 물려받다; ~에 들어가다; 영향을 주다

178. come off ~에서 손을 떼다; 그만두다 ;성공하다; 실현되다

179. come on (작동하기) 시작하다; (독촉, 격려를 위해) 서둘러 기운 내, 제발

180. comet 혜성

181. command 명령하다

182. commercial 상업의; 상업적인; 광고 방송

183. commitment 책임; 약속; 위임; 헌신; 전념

184. committee 위원회

185. companion 친구; 동료

186. company 회사; 친구; 동료

187. compare 비교하다

188. compassion 동정, 연민

189. compensate 보완하다; 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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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compete 경쟁하다; 겨루다

191. competent 유능한; 알맞은

192. complain 불평하다  * complaint 불평

193. complete 완전한; 완성하다

194. complicate 복잡하게 하다

195. compliment 칭찬; 듣기 좋은 말; 칭찬하다

196. component 구성요소; 성분

197. composer 작곡가

198. compound 혼합하다; 합성하다; 혼합물; 합성물; 혼합된; 합성의

199. conceal 숨기다; 감추다

200. conceive 상상하다; (의견을) 품다; 임신하다

201. concentrate 집중하다

202. conclude 끝내다; 종결하다

203. conclusion 결론; 결말

204. condemn 비난하다; 책망하다; (죄를 지어 형을) 선고하다

205. condense 농축하다; 압축하다; 요약하다

206. conduct 행동하다; 실시하다; 이끌다; 인도하다; (전기;열) 전도하다

207. confess 고백하다; 인정하다

208. confide (비밀을) 털어 놓다; 신뢰하다; 믿다

209. confident 확신하는; 자신있는

210. confine 한정하다; 제한하다

211. confirm 확인하다; 승인하다; 입증하다; 굳히다

212. conform 일치시키다; 순응하다

213. confront 직면하다; 마주보다

214. confuse 혼동하다; 혼란시키다

215. congest 혼잡하게 하다; 가득차다

216. conquest 정복; 극복

217. conscience 양심; 선악의 분별

218. conscious 제정신인; 의식이 있는; 알고 있는; 자각하고 있는

219. consent 동의하다; 허가하다

220. consequent 결과로서 일어나는; 당연한

221. conserve 보존하다; 보호하다

222. considerable 상당한; 상당히 많은

223. considerate 이해심 많은; 인정이 많은

224. consist 구성되다; 있다; 존재하다; 일치하다

225. consist in ~에 놓여 있다

226. consist of ~으로 구성되어 있다

227. constant 변함없는; 불변의; 끊임없이 계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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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constitute 구성하다; 만들어 내다; 제정하다; 설립하다

229. consume 소비하다

230. contaminate 더럽히다; 오염시키다

231. contemplate 응시하다; 눈여겨보다; 명상하다; 심사숙고하다

232. contemporary 같은 시대의; 현대의

233. contend 다투다; 싸우다

234. contract 줄어들다; 수축하다; (병에) 걸리다; 계약

235. contradict 반박하다; 부정하다; 모순되다

236. contribute 기부하다; 기여하다; (원고를) 기고하다

237. controversy 논쟁; 논의

238. convenience 편리; 편의

239. convention 집회; 대회; 관습; 풍습

240. converse 대화를 나누다; 정반대; 역(逆)

241. convert 변하게 하다; 바꾸다

242. convey 실어 나르다; 운반하다

243. convict 유죄를 선고하다; 죄수

244. convince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

245. cooperate 협동하다; 협력하다

246. coordinate 통합하다; 조정하다; 대등한

247. cope 대처하다; 잘 처리하다

248. correspond 일치하다; 부합하다; 교신하다, 통신하다

249. corrupt 타락시키다; 매수하다; 타락한; 썩은

250. costly 값비싼; 비용이 많이 드는

251. court 법원; 운동장; 궁전

252. courteous 예의바른; 정중한

253. coward 겁쟁이; 비겁자; 겁 많은

254. craft 기술; 기능; (작은) 배; 비행기

255. cram 억지로 쑤셔 넣다; 밀어 넣다; 벼락 공부

256. crave 갈망하다; 간청하다

257. creativity 창의성

258. creature 창조물; 생명체

259. creep 기다; 포복하다; 살금살금 걷다

260. crescent 초승달; 초승달 모양

261. cripple 무능하게 하다; 마비시키다; 신체 장애자

262. critical 비판적인; 비평의; 결정적인; 중요한

263. crucial 결정적인; 중대한

264. cruel 잔인한; 무자비한

265. crumble 가루가 되다; 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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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cure 치료하다

267. curiosity 호기심

268. curse 욕하다; 저주하다

269. customary 습관적인; 관례적인

270. cut across 가로 지르다; 범위를 넘다, 퍼지다

271. cut down 베어 쓰러뜨리다, 타도하다; 줄이다, 깍다

272. cynical 빈정대는; 냉소적인

273. dawn 새벽; 동틀녘

274. debate 논쟁; 토론; 논쟁하다

275. decade 10 년

276. decent 알맞은; 품위있는

277. deceptive 속이는; 현혹시키는

278. declare 선언하다,공표하다; 단언하다,주장하다; (세관에) 신고하다

279. decline 거절하다; 기울다; 감소하다; 내리막 경사; 쇠퇴, 감소

280. dedicate 바치다; 선호하다

281. deer 사슴

282. defense 방어; 

283. definite 명확한; 분명히 한정된

284. degrade (가치를) 떨어뜨리다

285. degree 정도; 학위; 온도

286. delay 지연시키다; 미루다

287. deliver 전달하다

288. democracy 민주주의; 민주정치

289. demolish 파괴하다, 부수다

290. depart 출발하다; 떠나다

291. departure 출발; 발차; 이탈

292. department (회사의) 부서; 학과

293. dependence 의존; 의지; 신뢰

294. dependent 의존하는

295. depict 묘사하다; 표현하다

296. deplete 고갈시키다, 소모시키다

297. depress 낙담시키다; 우울하게 하다

298. deprive 빼앗다, 박탈하다

299. derive 유래하다; 이끌어 내다

300. describe 묘사하다; 표현하다

301. designate 가리키다, 명시하다; 임명하다, 지명하다

302. despair 절망하다; 단념하다

303. despise 경멸하다; 멸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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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destination 목적지

305. destiny 운명; 숙명

306. destruction 파괴

307. detail 자세히 말하다; 열거하다; 세부; 상세

308. detect 발견하다; 간파하다

309. determined 단호한; 결심을 한

310. devastate 황폐시키다; 망연자실케 하다

311. devoted 헌신하는; 몰두한

312. diagnosis 진단, 식별

313. dialect 방언; 지방 사투리

314. dictator 독재자; 지배자

315. differ 다르다

316. dim 어둑한; 침침한; 흐릿한; 희미한

317. dimension 치수; 크기; 차원

318. diplomat 외교관

319. dirty 먼지

320. discard 버리다; 폐기하다; 폐기

321. discomfort 불안; 불편

322. discriminate 구별하다; 분간하다; 차별하다

323. disgrace 불명예; 치욕

324. disguise 변장하다; 숨기다; 감추다

325. dismiss 쫓아내다; 내보내다; 해고하다; 퇴짜 놓다; 기각하다

326. dispense 분배하다; 나누어 주다; ~없이 지내다

327. dispose 배치하다; 배열하다; 처리하다; 처분하다; ~할 마음이 나게하다

328. disregard 무시하다; 경시하다; 무시

329. dissolve 용해하다; 녹이다

330. distinct 별개의; 구별되는 / 뚜렷한; 확실한

331. distort 비틀다; 왜곡하다

332. distract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

333. district 지역; 구역

334. disturb 방해하다

335. diverse 다양한; 별개의

336. do away with 제거하다, 폐지하다; 죽이다

337. do over 다시 하다, 되풀이 하다; 개조하다, 개장하다

338. do up 치장하다, 손질하다; 신발 끈을 졸라매다; 포장하다, 싸다

339. dominate 지배하다; 억누르다

340. donate 기부하다; 기증하다

341. draft 초안; 설계도; 외풍; 틈새바람; 징병; 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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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drastic 격렬한; 과감한

343. dreadful 무시무시한; 불쾌한

344. drift 표류; 이동; 경향; 추세; 표류하다

345. drowsy 꾸벅꾸벅 조는; 졸린

346. due 마땅한; 만기가 된

347. duplicate 복제하다; 복사하다

348. durable 내구성이 있는; 오래 가는

349. ease 편함; 안락함; 쉬움; 용이함; 완화시키다; 아픔을 덜다

350. eclipse 일식(월식); 몰락; 어둡게 하다; 무색하게 하다

351. economical 경제적인; 절약하는

352. edge 가장자리; 강렬함

353. edible 먹을 수 있는

354. editor 편집자

355. editorial 사설; 논설

356. efficient 능률적인; 효율적인

357. elaborate 복잡한; 정교한

358. elderly 나이든; 연장의; 구식의

359. elect 선출하다; 선거하다

360. elegant 우아한; 고상한

361. elementary 초보의; 초등의; 원소의

362. elevate 올리다; 상승시키다

363. eligible 적격의, 자격이 있는

364. eliminate 제거하다; 없애다

365. embarrass 당황하게 하다; 쩔쩔매게 하다

366. embrace 포옹하다; 껴안다; 숭배; 존경

367. emerge 떠오르다; 나타나다

368. emission 방출

369. emit 내뿜다; 방출하다

370. empathize 감정 이입하다; 공감하다

371. emphasis 강조; 강세; 중요성

372. emphasize 강조하다; 힘주어 말하다

373. empty 텅빈

374. enable 가능하게하다

375. enclose 둘러싸다; 동봉하다

376. encounter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찾아내다; 이해되다

377. endeavor 노력; 시도; 노력하다

378. enforce (법률을) 시행하다

379. engage 고용하다; 빌리다; (~의 주의를) 끌다; 관여하다; 종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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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engross 몰두시키다; 열중시키다

381. enormous 거대한; 엄청난

382. ensure 확실하게 하다; 보증하다; 안전하게 하다; 지키다

383. enthusiastic 열렬한; 열광적인

384. entire 완전한

385. epidemic 유행병, 전염병

386. equality 동등;평등   

387. equity 공평; 공정

388. equivalent 동등한; 상당하는; 동등한 것

389. eradicate 뿌리뽑다; 근절하다

390. erect 세우다; 조립하다; 똑바로 선; 직립의

391. erode 침식하다; 부식하다

392. errand 침식하다; 부식하다

393. erupt 분출하다; 폭발하다

394. escape 탈출하다

395. estimate 어림잡다; 계산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견적; 평가

396. eternal 영원한; 무한한

397. ethic 가치체계; 윤리; 윤리적인

398. ethics 윤리학

399. ethnic 인종의; 민족의

400. evacuate 비우다; (~에서) 피난시키다

401. evaluate 평가하다

402. eventually 결국; 마침내

403. evolution 진화; 발달

404. exaggerate 과장하다

405. exclude 배제하다; 차단하다  = include

406. excuse 변명하다; 용서하다

407. exert (힘, 능력) 쓰다; 열심히 노력하다

408. exhibit 전시하다; 나타내다

409. existence 존재; 생존; 실체

410. exotic 외래의; 이국적인

411. expand 확대하다

412. expedition 원정; 탐험(대)

413. expense 비용; 비출    * expensive (값이) 비싼

414. experiment 실험

415. expert 전문가; 숙달자; 숙달된

416. explanation 설명

417. exploit 부당하게 이용하다; 이용하다; 개발하다; 위업;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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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explosion 폭발

419. export 수출(하다)

420. expressive 표현하는; 의미심장한

421. extend 연장하다; 늘이다; 뻗다; 뻗치다

422. extension 연장; (전하의) 내선

423. extinguish (불이나 빛을) 끄다

424. extract 뽑다; 빼내다

425. facility (편의) 시설; 설비; 용이함; 솜씨

426. faculty 재능; 솜씨

427. fad 일시적 유행; 변덕

428. fair 박람회; 공정한; 정당한

429. fake 위조하다; 가짜; 가장하다; ~인체 하다

430. fall down 무너지다, 붕괴하다; 실패하다, (계획이) 잘되지 않다

431. familiar 친숙한

432. famine 식량부족; 기근

433. fascinate 매혹하다; 매료시키다

434. fatal 치명적인; 운명적인

435. fatigue 피로; 피곤

436. favorable 유리한; 좋은; 호의적인; 긍정적인

437. feature 특징;특집기사; 

438. feminine 여성의; 여자의

439. fertile 기름진; 다산의; 창의력이 풍부한

440. fierce 사나운; 맹렬한

441. financial 재정의; 금융의

442. fine 벌금; 과태료;  멋진; 훌륭한

443. firm 회사; 확고한

444. fixed 고정된

445. flammable 가연성의; 인화성의

446. flat 평평한 

447. flaw 흠; 결점

448. flash 번쩍이다; 손전등

449. flesh 살; 육체; 과육

450. flush (얼굴이) 붉어지다; 물을 쏟아 내다

451. for the  sake of~ ~을 위해서

452. forecast 예상하다; 예견하다

453. former 이전의; 먼저의

454. formula 공식; 방식

455. forward 앞으로



 1200. 333 【수능 필수 어휘 정리 - 1200 단어】

14

456. found (founded-founded) 설립하다

457. foundation 설립; 기초; 토대

458. fragment 파편; 단편; 산산이 부서지다

459. fragrance 향기; 향기로움

460. frail 연약한; 허약한

461. freezing 몹시 추운; 얼어 붙는

462. freight 화물; 화물 운송

463. frequency 빈번함; 자주; 빈도수; 주파수

464. friendly 다정한; 친근한

465. fright 공포; 두려움; 놀람

466. frown 눈살을 찌푸리다

467. frustrate 망치다; 헛되게 하다; 실망시키다; 좌절시키다

468. frustrated 좌절된

469. fundamental 근본적인; 기본적인

470. furious 격노한; 몹시 화를 내는; 맹렬한; 격렬한

471. furniture 가구; 비품

472. gadget 간단한 기계 장치

473. gender 성(性)

474. generate 발생시키다; 일으키다

475. generous 후한; 인심이 좋은; 풍부한; 많은

476. genuine 진짜의; 거짓이 아닌

477. geometry 기하학; 외형

478. germ 미생물, 세균; 싹, 씨, 발아

479. get along 사이좋게 지내다; 그럭저럭 잘 해 내다

480. get down 내려오다, 내리다; (알약 등을) 삼키다; 적어두다, 적다

481. get off (일을) 마치다; (차에서) 내리다; 제거하다, 치우다

482. get over (질병 등에서) 회복하다; 극복하다; 이해시키다

483. gigantic 거대한; 막대한

484. give in 굴복하다, 싸움을 그만두다; 제출하다, 건네주다

485. glimpse 흘끗 봄; 어렴풋이 알아차림

486. glow 빛은 내다; 빛나다

487. go along 동행하다; 나아가다, (일이) 진전되다; 찬성하다, 협력하다

488. go down (달이나 해가) 지다; 가라앉다; (품질이나 값이) 떨어지다

489. go off (자명종, 경보기가) 울리다; (폭발물이) 터지다; 자세히 조사하다,

490. go through 격다. 경험하다

491. gorgeous 화려한; 멋진

492. govern 지배하다; 통치하다

493. gradual 점차적인; 점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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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grain 곡물

495. grasp 꽉 잡다; 움켜쥐다; 이해하다; 파악하다

496. grave 무덤; 진지한; 중대한

497. gravestone 묘비

498. graze 풀을 뜯어먹다; 가볍게 스치다

499. greed 탐욕; 큰 욕심

500. grief 큰 슬픔; 비탄

501. grim 엄격한; 냉혹한

502. grin 이를 드러내고 씩 웃다

503. grind 갈다; 연마하다

504. gross 총체의; 모두 합친; 현저한; 뻔한

505. grumble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506. guilty 죄를 범한; 유죄의

507. habitat 서식지; 서식환경; 천한; 보잘 것 없는

508. hang around 서성거리다, 배회하다

509. hang up (옷걸이, 벽에) 걸다; 전화를 끊다

510. hatch 알을 품다; 부화하다

511. haul 세게 잡아당기다; 운반하다

512. hazard 위험; 모험

513. height 높이

514. hesitant 주저하는; 망설이는

515. hide 숨기다; 숨다

516. highly 매우

517. hinder 지연시키다; 막다

518. hold back 말리다, 저지하다; (감정을) 억누르다, 억제하다; 비밀로 해 두다

519. hold down (가격 등을) 억제하다 ; (지위나 일자리를) 유지하다

520. horizon 지평선

521. horizontal 수평의  ≠ vertical 수직의

522. hospitality 환대; 후한 대접

523. hostage 인질; 볼모

524. hostile 적대적인; 비우호적인

525. huge 거대한

526. humble 겸손한

527. hygiene 위생; 건강법

528. identify 확인하다; 식별하다; 관련시키다; 동일시하다

529. identification 신원 확인; 동일시

530. identity 정체성

531. ignorance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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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ignorant 무식한; 지식이 없는; 모르는; 눈치 채지 못하는

533. illegal 불법의; 비합법적인

534. illiterate 문맹의; 무식한

535. illuminate 비추다; 밝게하다; 계몽하다, 교화하다

536. illusion 환각; 환상

537. illustrate 설명하다; 예시하다; 삽화를 넣다

538. imitate 모방하다; 흉내내다

539. immigrant 이주해 들어오다

540. immune 면역이 된; 면역의; 면제된; 면한

541. impact 충격; 영향

542. impair 손상시키다, 약화시키다

543. imply 암시하다; 내포하다

544. import 수입하다

545. impose (임무를) 부과하다

546. impress 깊은 인상을 주다

547. improvement 개선; 향상

548. impulsive 충동적인; 즉흥적인

549. inappropriate 부적당한; 알맞지 않은

550. incidence 발생률, 발생의 정도

551. incline ~하고 싶어지게 하다; 기울이다; 숙이다

552. including ~을 포함해서

553. incomplete 불완전한, 불충분한

554. inconvenience 불편; 폐

555. incorporate 포함하다; 통합하다; 주식회사로 만들다

556.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놀라운

557. indicate 지시하다; 가리키다

558. indignant 분개한, 성난

559. indispensible 필수적인

560. indulge 제멋대로 하게 하다; 탐닉하다

561.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562. infant 유아; 어린이

563. infect (병을) 옮기다; 오염시키다

564. infer 추론하다; 추측하다

565. infinite 무한한; 끝없는

566. inflate 부풀리다, 팽창시키다

567. inflexible 구부릴수 있는, 굳은; 확고한, 강직한

568. informal 형식을 따지지 않는; 비공식적인

569. ingredient 성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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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inhabit ~에 살다; 거주하다

571. inherit 물려받다; 상속하다

572. initial 처음의; 최초의

573. inject 주입하다; 삽입하다

574. injustice 부정, 불법

575. innate 타고난; 고유의

576. inner 내부의; 안쪽의

577. innocent 순진한; 결백한

578. innocent 순진한; 결백한

579. innovate 혁신하다; 쇄신하다

580. innumerable 셀수 없이 많은; 무수한

581. inquire 묻다; 질문하다

582. insecure 불안정한; 위험한; 불안한; 걱정스러운

583. insight 통찰력; 식견

584. inspect 조사하다; 검사하다

585. install 설비하다; 설치하다; 임명하다

586. institution 학회; 회관; 제도; 관례

587. instruct 가르치다; 교육하다; 명령하다; 지시하다

588. instruction 지시; 서론; 도입

589. instrument 기계; 기구; 도구

590. insult 모욕, 무례; 모욕하다

591. intellect 지성; 지적능려

592. intelligence 지식; 지적능력

593. intense 격렬한; 강렬한

594. intent 의도

595. interaction 상호 작용

596. interfere 간섭하다; 방해하다

597. intermediate 중간의; 증급의

598. interpret 설명하다; 해석하다; 통역하다

599. interrupt 중단시키다; 가로막다

600. intimate 친밀한; 개인적인; (지식등이) 상세한; 깊은; 암시하다

601. invade 침입하다; 침투하다

602. investment 투자; 투자금

603.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604. irrational 불합리한; 분별없는

605. irrelevant 관계가 없는; 부적절한

606. irreversible 돌이킬 수 없는; 뒤집을 수 없는

607. irrigate (땅에) 물을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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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island 섬; 고립

609. isolate 고립시키다; 떼어 놓다

610. itch 가려움; 참을 수 없는 열망, 갈망

611. item 물건; 항목; 기사

612. judgement 판단

613. junk 쓰레기; 폐품

614. jury 배심원단; 심사원단

615. justify 정당하다고 주장하다

616. keen 날카로운; 예리한; 기민한; 예민한; 열심인; 열중한

617. keep off ~에서 떨어지다,들어가지 않다; (술, 음식물을) 먹지 못하다

618. labor 노동; 힘든 일

619. laboratory 실험실; 연구소

620. launch 내보내다; 발사하다; 시작하다; 착수하다

621. lay down (무기, 도구를) 버리다; 주장하다, 단언하다

622. lay out 펼치다, 진열하다; 돈을 많이 쓰다; 설계하다, 배치 계획을 세우다

623. leak 새는 구명; 누출

624. lean 기대다; 기울어지다

625. leap 도약하다

626. leftover 나머지; 찌꺼기; 나머지의

627. legal 합법적인

628. legislature 입법부; 입법기관

629. length 길이

630. leopard 표범

631. lessen 줄이다; 줄다

632. lever 지렛대; 지레

633. liberate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다

634. lift 들어올리다

635. limitation 한계

636. linger 남아 있다; 꾸물거리다

637. literal 글자 그대로의

638. litter 어질러진 물건; 쓰레기; (짐승의) 한 배의 새끼; 들것, 가마

639. loaf 덩어리

640. locate 위치를 찾다; 위치를 정하다

641. logical 근본적인; 기본적인

642. look to~ ~쪽을 보다, 시선을 돌리다; 기다리다; 의지하다, 믿다

643. look up 쳐다보다, 고개를 들다; 사전에서 찾아보다

644. loyal 충성스러운; 충직한

645. lunar 달의; 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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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lyric 서정시적인; 서정적인; 서정시

647. magnify  확대하다; 과장하다

648. maintain 유지하다; 주장하다

649. majority 대다수;

650. make for ~로 향하다; ~에 기여하다, 도움이 되다

651. make out 잘 해나가다; 이해하다; 만들어 내다; 화장하다, 분장시키다

652. make up 구성하다, 형성하다

653. mammal 포유동물

654. maneuver 움직이다; 조종하다

655. manual 손으로 만든

656. marked 표시가된; 명료한; 두드러진

657. marvelous 놀라운, 믿기 어려운; 훌륭한; 굉장히 좋은

658. mass 덩어리; 질량

659. massive 크고 무거운; 대량의

660. maternity 어머니가 됨; 모성

661. matter 문제; 중요하다

662. mature 익다; 성숙하다; 익은; 성숙한

663. meadow 목초지; 초원

664. meaningful 의미있는

665. means 수단; 방법

666. mechanical 기계적인; 기계의

667. medical 의학의

668. medicate 약으로 치료하다; 약을 투여하다

669. medication 투약; 약물

670. medicine 약; 제조약

671. meditate 명상하다; 숙고하다

672. meditation 명상; 숙고

673. mental 정신의

674. merchandise 상품; 제품

675. merely 단지

676. merge 합병하다; 융합하다

677. messy 지저분한; 엉망인

678. method 방법

679. ministry 정부의 부서

680. mischief 장난; 장난기

681. misfortune 불행; 불운

682. mist 안개

683. moderate 중간 정도의;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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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modify 변경하다; 수정하다

685. molecule 분자; 미립자

686. momentary 순식간의; 잠시의

687. monotonous 단조로운; 지루한

688. moral 도덕의; 도덕적인

689. moreover 게다가

690. mortal 치명적인; 죽음의; 죽을 운명의

691. motivate 동기를 주다; 자극하다

692. motto 좌우명; 표어; 격언

693. multiple 다수의

694. multitude 다수의 군종; 수 많음

695. mummy 미라

696. mutual 서로의; 공통의

697. myth 신화; 사회적 통념

698. nag (잔소리로) 괴롭히다; 잔소리

699. naive 순진한; 순박한

700. nap 낮잠; 졸기

701. narrate 이야기하다; (전말을) 말하다

702. navigate 항해하다; 비행하다

703. nearby 가까운; 근처의

704. neat 깔금한; 말숙한

705. neglect 무시하다; 경시하다

706. negotiate 협상하다; 협정하다

707. nerve 신경; 용기; 담력

708. neutral 중립의; 무관심한

709.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710. notable 주목할 만한; 뛰어난

711. notion 개념; 생각

712. notorious 악명높은

713. nourish 기르다; 키우다

714. nuisance 성가심; 귀찮은 존재

715. numerous 매우 많은; 다수의

716. nurture 양육; 양육하다

717. nutrition 영양분; 음식물

718. obedient 순종하는; 유순한

719. object 물건; 반대하다

720. objection 반대; 반감; 혐오

721. objective 객관적인; 편견이 없는; 목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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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oblige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 고맙게 여기게 하다

723. obstacle 장애(물); 방해

724. obstinate 완고한; 고집센

725. obvious 분명한; 명백한

726. occasionally 종종; 자주

727. occupy 점유하다; 차지하다

728. occur 발생하다

729. odor 냄새; 악취

730. offensive 불쾌한; 참을 수 없는; 공격의; 공격적인

731. omit 생략하다; ~하기를 잊다

732. operate 움직이다; 작동하다; 수술하다

733. operation 작동; 작용

734. opponent 적수; 반대자

735. opposite 반대의; 반대편의

736. optical 눈의; 시각의

737. oral 입의; 구강의; 입으로 말하는; 구두의

738. orbit 궤도

739. organism 생물; 유기체

740. orient 적응시키다; 향하게 하다; 동양; 동방

741. originate 기원하다; 생기다; 시작하다; 발명하다; 창안하다

742. orphan 고아

743. outfit 채비; 한 벌의 도구; 의상 ; 하나의 집단; 일행

744. outlet 출구; 배출구; 판매 대리점; 코드 구멍; 콘센트

745. overcome 극복하다

746. overturn 뒤집다; 전복하다; 전복

747. overwhelm 압도하다; 제압하다

748. oxygen 산소

749. panic 공포; (금융) 공황

750. paradox 역설; 패러독스; 모순; 궤변

751. parallel 평행의; 나란한; 일치하는; 비슷한

752. paralyze 마비시키다; 무력하게 하다

753. parental 부모의

754. partial 부분적인; 불완전한; 편파적인; 불공평한

755. participant 참여자; 참가자

756. participate 참석하다; 참가하다

757. participation 참가

758. particle 극히 작은 조각; 티끌

759. particularly 특히; 특별하게;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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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partly 부분적으로

761. passion 갈망

762. patent 특허(권); 특권; 명백한; 분명한

763. patience 인내; 참을성

764. patriot 애국자

765. pave 포장하다

766. pay off (빚 등을) 완전히 갚다; 수지 맞다, 기대했던 성과를 올리다

767. peel 껍질을 벗기다; 벗겨지다

768. peep 엿보다, 슬쩍 보다

769. perceive 지각하다; 인식하다

770. perform 실행하다; 이행하다; 연기하다; 연주하다

771. perfume 향기; 향수

772. periodical 정기 간행물; 잡지

773. permit 허락하다

774. persist 고집하다; (계속) 주장하다; 지속하다; 살아남다

775. personality 개성; 성격

776. perspective 원근법; 투시도; 관점; 시각

777. pessimism 비관; 비관주의

778. phase 국면, 양상

779. phenomenon 현상; 사건; 비범한 사람; 불가사의

780. physics 물리학

781. pick out 고르다, 집어내다; 찾아내다, 식별하다; 이해하다, 짐작하다

782. pick up 집어 올리다, 집다; (배, 차가) 도중에서 태우다. 

783. pious 경건한, 독실한

784. pivot 회전축; 중심점

785. plague 역병; 재앙; 괴롭히다; 성가시게 하다

786. plain 명백한, 분명한; 평범한, 단순한; 평원, 평지

787. plantation (대규모) 농장; 농원

788. plausible 그럴 듯한, 정말 같은

789. plead 간청하다; 탄원하다

790. pluck 잡아 뜯다; 뽑다

791. poem 시

792. policy 정책

793. pollutant 오염물질; 오물

794. pollution 오염

795. ponder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796. population 인구

797. popularity 인기; 대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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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populate ~에 살다; 거주하다

799. portion 부분; 몴; 할당

800. position 지위; 직책

801. pot 냄비; 화분

802. potential 잠재적인; 잠재력; 능력

803. poverty 가난

804. preach 설교하다; 훈계하다

805. precede 선행하다; 앞서다

806. precept 가르침; 격언

807. precise 정확한; 정밀한

808. predator 육식동물; 약탈자

809. predict 예언하다; 예보하다

810. prefer 선호하다

811. preference 선호; 더 좋아함; 우선권; 특혜

812. pregnant 임신한; 충만한

813. preliminary 예비의; 준비의

814. preoccupy 완전히 마음을 빼앗다

815. preschooler 미취학 아동

816. prescribe 처방하다; 지시하다

817. presence 존재; 출석

818. present 제공하다; 선물

819. preserve 보존하다

820. president 대통령; 사장

821. prestige 명성; 인기

822. prevail 널리 퍼지다; 지배적이다; 이기다; 우세하다

823. prevent 막다; 예방하다

824. previous 이전의

825. prey 포식하다; 잡아먹다; 먹이; 희생

826. primary 먹이; 희생

827. primitive 원시의; 근본의

828. prior 이전의; 먼저의

829. privilege 특권; 특별한 혜택

830. probe 철저히 조사하다

831. productive 생산적인; 비옥한

832. profession 직업; 공언; 고백

833. proficient 익숙한; 능숙한

834. profound 깊은; 심오한

835. prolong 늘이다; 연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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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prominent 돌출한; 두드러진; 유명한; 탁월한

837. promote 개선하다; 승진하다

838. prompt 자극하다; 유발하다; 신속한; 즉각적인

839. proper 적절한

840. properly 적절하게

841. proportion 비율; 비례; 몫; 할당

842. prospect 예상; 기대; 유망한 후보자

843. prosperous 번영하는; 성공한

844. providing 만약 ~라면

845. province 주; 도; 영역

846. publicize 널리 알리다; 공표하다

847. pull off (어려운 일을) 훌륭히 해내다; (옷, 신발을) 벗다, 벗기다

848. pull up 몹시 꾸짖다

849. punctuate 구두점을 찍다; 중단시키다

850. pungent (코, 혀를) 지르는; 자극적인

851. pupil 학생; (눈의) 동공

852. pursue 뒤쫓다; 추적하다

853. put aside 한쪽으로 치우다, 한쪽에 두다; 저축하다, 따로 떼어두다

854. put down 아래로 내려놓다; 초라하게 만들다; 적어두다, 기록하다

855. put in 끼워 놓다, 삽입하다,말참견하다; (시간, 돈을) 투입하다

856. put off 미루다, 연기하다; 제거하다, 버리다

857. put on 입다, 쓰다, 신다; (태도를) 취하다, ~인체하다; 늘리다, 더하다

858. put out (불을) 끄다; 내쫓다, 물리치다, 해고하다; 생산하다, 발표하다

859. put through 전화를 연결시키다; (일을) 잘 해 내다, 달성하다; 

860. put together 모으다, 조립하다; 한데 모으다, 합치다

861. put up 짓다, 세우다; 올리다; 숙박시키다, 숙박하다

862. qualification 자격; 자격 부여; 권한

863. qualified 자격이 있는

864. qualify 자격을 주다(얻다); 제한하다; 완화하다

865. questionnaire 질문서; 질문 사항

866. quit 그만두다

867. quiver 진동하다; 떨리다; 진동

868. quote 인용하다; 예로 들다; 영역; 범위

869. radical 근본적인; 기초적인; 급진적인; 혁명적인

870. ragged 너덜너덜한; 누더기의

871. raw 날것의; 가공하지 않은; 경험이 없는; 미숙한

872. react 반응하다

873. realize 깨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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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realm 왕국; 국토

875. reap 베어들이다; 수확하다

876. rear 기르다; 교육하다; 뒤; 후방

877. reasonable 합리적인

878. rebel 반역자; 반항자

879. recall 회상하다; 소환하다

880. recess 휴식; 휴업; 후미진 곳; 깊숙한 곳; 결심하다; 작정하다

881. recipient 수령인; 수취인

882. recognize 알아보다; 분간하다; 인정하다

883. recommend 추천하다

884. reconcile 화해시키다; 중재하다;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하다

885. recruit 신병; 신입사원

886. refer 언급하다; 부르다; 참조하다; 문의하게하다

887. refine 정제하다; 깨끗하게 하다

888. reflect 반사하다; 비추다; 반영하다; 나타내다; 반성하다; 숙고하다

889. reform 개선하다; 개혁하다; 개선; 개혁

890. refrain 삼가다; 그만두다

891. refuge 피난; 도피처

892. refund 돈을 돌려주다; 변상하다

893. refuse 거절하다; 거부하다

894. regard 생각하다; 간주하다; 고려하다

895. regardless  of~ ~와 상관없이

896. regulate 규제하다; 통제하다; 조절하다; 조정하다

897. reign 지배하다; 지배

898. reinforce 강화하다; 증강하다

899. reject 거절하다

900. rejoice 기뻐하다; 기쁘게 하다

901. related 관련된

902. relatively 상대적으로

903. relief 안도; 편안함

904. relieve 완화시키다; 경감하다

905. religion 종교

906. relish 맛, 풍미

907. reluctant 마음이 내키지 않는; 꺼리는

908. remark 말하다; 주목하다

909. remarkable 주목할 만한; 현저한

910. remedy 치료; 치료약; 치료하다

911. remind 생각나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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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remove 제거하다

913. repair 수리하다; 수선하다

914. repay 갚다; 돌려주다

915. repent 후회하다; 뉘우치다

916. repetitive 반복성의; 되풀이하는

917. replace 대체하다

918. representation 묘사; 표현; 설명

919. representative 대표자; 국회의원; 대표하는; 대표적인

920. reproach 비난, 질책; 비난하다

921. reproduce 재생산하다

922. request 요구하다

923. require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924. resent 분개하다; 화내다

925. reserve 남겨두다; 따로 떼어 놓다; 비축

926. reside 거주하다; 존재하다

927. residential 주거의; 살기에 적합한

928. resign 그만두다; 사직하다; (체념하고) 따르게 하다

929. resist 저항하다

930. resistant 저항하는; 견디는; 저항자

931. resolve 해결하다; 풀다

932. resort 조절하다; 조정하다

933. resource 자원; 자료

934. resourceful 재치있는, 기략이 풍부한

935. respective 저마다의; 개개의

936. respire 호흡하다; 숨쉬다

937. restore 복구하다; 되돌려 주다; 반환하다

938. restrict 제한하다; 한정하다

939. retain 보유하다; 계속 유지하다

940. retort 반박하다; 되받아치다; 말대꾸

941. retreat 물러서다; 후퇴하다; 후퇴

942. retrospect 회상; 회고

943. reunify 다시 통일하다; 재통합하다

944. reveal (사실을) 드러내다

945. revenge 복수하다; 원수를 갚다

946. revise 고치다; 수정하다

947. revolve 회전하다; 돌다

948. ridiculous 우스운; 터무니없는

949. rigid 단단한; 완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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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riot 폭동; 소동; 빼앗다; 몰수하다

951. rip 찢다; 벗겨내다

952. ripe 무르익은; 한창의

953. ripen 익게하다; 성숙하게 하다

954. ritual 의식; 예배식; 풍습; 관례; 형식

955. role 역할

956. rush 돌진하다; 급히 하다

957. rust (금속의) 녹; 녹슬다; 부식하다

958. sacred 종교적인; 신성한

959. saint 성인; 성자

960. sanitation 위생시설; 공중 위생

961. satisfy 만족시키다

962. scar 상처; 흉터

963. scarce 부족한; 드문; 희귀한

964. scare 겁주다; 두려워하다

965. scatter 흩어지다; 분산시키다

966. scent 냄새; 향기

967. scholastic 학교의; 학자의

968. scope 범위; 영역

969. scrape 문지르다; 긁어서 벗겨내다

970. scrub 북북 문지르다; 문질러 닦다

971. sculptor 조각가

972. secretary 비서

973. seed 씨앗; 종자

974. segregate 분리하다; 격리하다

975. seize 붙잡다; 꽉 쥐다

976. senate 상원; 의회

977. senior 손위의; 연상의

978. sensible 분별이 있는; 현명한

979. sentence 문장; 판결; 판정; 판결을 내리다

980. sentiment 감상; 의견; 감정; 기분

981. separate 분리하다; 구분하다 ; 분리된

982. sequence 연속(물); 순서

983. session 회의; 회기; 학기

984. set aside 챙겨두다, 모아두다, 떼어 놓다; 무시하다, 거절하다

985. set down 적어두다, ; (규칙을) 규정하다; 내려놓다,  폭발시키다; 자극하다

986. set off 출발하다, 시작하게 하다

987. set out 시작하다; 진열하다; 정연하게 설명하다, 기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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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set up 세우다, 설립하다; (충분히) 공급하다, 제공하다

989. severe 엄격한; 가혹한; 심한; 맹렬한

990. shabby 초라한; 누더기를 걸친

991. shanty 오두막집; 판자집

992. shatter 산산이 부서지다; 의미심장한; 암시적인

993. shed 발산하다; 벗다

994. shift 이동; 변화; 이동하다; 교대; (교대제) 근무시간

995. shiver 떨다; 전율하다

996. shortage 부족

997. shout 소리치다; 고함치다

998. shrink 줄어들다; 오그라들다

999. sight 시각; 시야; 견해; 광경

1000. sightseeing 관광

1001. significant 중요한; 뜻깊은

1002. similarity 유사성

1003. simulate 흉내내다; 가장하다; ~인 체하다

1004. simultaneous 동시에 일어나는

1005. sincere 진지한; 성실한; 진실된

1006. sincerity 성실; 진실; 정직

1007. situate ~에 위치를 정하다; 놓다

1008. skeptical 회의적인; 의심많은

1009. skim 위에 뜬 찌꺼기를 걷어내다; (책 등을) 대충 읽다; 스쳐 지나가다

1010. slack 느슨한; 태만한

1011. slap 찰싹 때리다

1012. slavery 노예의 처지; 노예 제도

1013. slender 날씬한; 가느다란; 빈약한; 얼마 안 되는

1014. slide 미끄러지다

1015. snatch 잡아채다; 낚아채다

1016. sneak 살금살금 들어오다(나가다)

1017. sniff 코를 킁킁 거리다, 훌쩍이다

1018. snore 코를 골다

1019. soar 날아오르다; 높이 치솟다; 날기; 비상

1020. sociable 사교적인; 붙임성 있는

1021. social 사회의

1022. sole 단 하나의; 유일한; 발바닥; 밑창

1023. solitary 혼자뿐인; 쓸쓸한; 단 하나의; 유일한

1024. somehow 어쨌든

1025. somewhat 다소; 얼마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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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somewhere 어디선가

1027. soothe 달래다; 진정시키다

1028. sophisticated 순진하지 않은; 세련된; 복잡한; 정교한

1029. sound 소리; 건전한

1030. sow (씨를) 뿌리다; 유포하다

1031. span 한 뼘; 거리; 기간; 걸치다; 미치다

1032. specialize 전문으로 하다; 특수화하다

1033. specific 분명한; 구체적인; 독특한; 특별한

1034. spectacular 구경거리의; 장관의

1035. speculate 추측하다; 사색하다; 투기하다; 투기 매매하다

1036. sphere 둥근 물체; 구체; 범위; 영역

1037. spiral 나선; 소용돌이

1038. spiritual 정신의; 정신적인

1039. splash (물을) 튀기다; 튀다

1040. splendid 화려한; 눈부신; 훌륭한

1041. spontaneous 자발적인; 자연발생의

1042. sprain (발목; 손목을) 삐다

1043. sprint 전속력으로달리다;전력질주 

1044. stabilize 안정시키다; 고정시키다

1045. stagger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깜짝 놀라게 하다

1046. stamp 도장을 찍다

1047. staple 중요 상품; 기본 식품

1048. stare 응시하다; 빤히 쳐다보다

1049. startle 깜짝 놀라게 하다

1050. starvation 굶주림; 굶어죽음

1051. statistic 통계(학)

1052. status 지위; 신분; 사정; 상태

1053. steadily 꾸준히

1054. steep 가파른; 경사가 급한; 터무니없는

1055. steer 배의 키를 잡다; 조종하다

1056. stem 줄기; 유래하다

1057. stereotype 고정 관념, 상투적 수단

1058. stern 엄격한, 단호한

1059. stick 막대기; 찌르다

1060. sticky 끈적 끈적한; 달라 붙는

1061. stir 휘젓다; 뒤섞다; (살짝) 움직이다; 불러 일으키다; 각성시키다

1062. store 저장하다; 가게

1063. strain 잡아당기다; 긴장시키다; 애쓰다; 힘껏 노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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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strength 강하게하다

1065. stretch 늘이다; 연장하다

1066. strip (껍질; 옷 등을) 벗기다; 빼앗다; 제거하다; 변형시키다; 바꾸다

1067. stripe 줄; 줄무늬

1068. strive 노력하다; 애쓰다

1069. stroke 치기; 타격; 뇌졸중

1070. stroll 산책; 산책하다

1071. stubborn 고집 센, 완고한

1072. stuff 물건, 물질; 본성, 본질 ; 채워 넣다, 채우다

1073. stumble (걸려)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말을) 더듬다. 실수하다; 

1074. stun 기절시키다; 놀라게 하다

1075. submarine 잠수함

1076. submit 복종하게 하다; 복종하다; 제출하다; 제시하다

1077. subscribe (잡지) 예약 구독하다; 기부하다; 서명하다; 동의하다

1078. subsequent 다음의; 그 후의

1079. substance 물질; 

1080. substantial 상당한; 큰; 중요한; 실질적인

1081. substitute 대리인; 대역; 대용품; 대신하다; 바꾸다 

1082. subtle 미묘한; 포착하기 어려운

1083. subtract 빼다, 공제하다

1084. suburb 도시 근교; 부근

1085. sufficient 충분한; 족한

1086. suit 알맞다; 알맞게하다

1087. summit 정상; 꼭대기

1088. summon 소환하다; 소집하다

1089. superb 최고의; 최상의

1090. superficial 표면의; 외관상의; 피상적인; 얕은

1091. superior 뛰어난; 우수한

1092. supervise 감독하다; 관리하다

1093. suppress 진압하다; 억누르다

1094. supreme 최고의; 최상의; 궁극의

1095. surge 쇄도하다; 격동하다; 쇄도; 치솟다; 갑지기 증가하다

1096. surgery 수술; 외과

1097. suspicious (현상이나 사물이) 수상한; (사람을) 잘 믿지 않는

1098. sustain 떠받치다; 부양하다; (손실, 피해를) 입다; 견디다; 참다

1099. sway 흔들다; 흔들리다; 동요

1100. swell 부풀다; 팽창하다; 팽창

1101. sword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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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sympathy 동정심; 연민; 동감; 찬성

1103. symptom 증상; 조짐

1104. synthetic 종합의; 합성의; 합성품

1105. tactics 전술; 작전

1106. take away 제거하다, 치우다; 빼다, 감하다; 속이다; 이해하다

1107. take in 받아들이다, 흡수하다

1108. take off (모자, 구두 등을) 벗다, 이륙하다, (음조를) 띠다,나타내다

1109. take on (일을) 떠맡다, (책임을) 지다

1110. take over (일을) 이어받다, 떠맡다

1111. take to~ ~에 빠지다,~하는 습관이 들다; 좋아하게 되다

1112. take up (시간, 장소를) 차지하다; 시작하다, ~에 관심을 가지다

1113. talkative 말이 많은; 수다스러운

1114. tame 길들이다; 복종시키다; 길들인

1115. tease 놀리다; 괴롭히다

1116. telescope 망원경

1117. tell 말하다; 구별하다

1118. tell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1119. temperament 기질; 성질

1120. tempt 유혹하다; 부추기다

1121. tenant 세입자; 거주자

1122. tender 부드러운; 상냥한

1123. texture 직물, 천; 결; 구조; 본질, 특징

1124. theory 이론

1125. thorough 철저한, 완전한

1126. thread 실; 가느다란 선

1127. threat 위협; 협박

1128. thrive 잘 자라다; 번영하다

1129. through ~의 전역에; ~동안 내내

1130. thrust 세게 밀다, 쑤셔넣다

1131. tilt 기울다

1132. timid 겁많은, 소심한

1133. tolerate 참다; 용인하다

1134. tongue 혀; 언어

1135. torture 고문하다, 괴롭히다 ; 고문

1136. toxic 유독한

1137. trace 자취, 흔적; 추적하다, 더듬다

1138. trait 특성; 특징

1139. transaction (업무) 처리, 집행; 거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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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transform 변형시키다; 바꾸다

1141. transition 변천; 변화

1142. translate 번역하다; 바꾸다

1143. transmit 보내다; 부치다; 옮기다; 전하다

1144. transparent 투명한; 비치는; 명백한

1145. transplant 이식하다; 이주시키다; 이식

1146. tremendous 엄청난; 거대한; 굉장한; 굉장히 좋은

1147. trigger 발사하다; 유발하다

1148. triumphant 승리를 거둔, 성공한; 의기양양한; 승리에 취한

1149. troop 군대; 부대; 무리; 떼

1150. tropical 열대의

1151. tuition 교수; 수업; 수업료

1152. turn away 외면하다; 퇴짜놓다, 쫓아버리다; (가스, 불꽃, 소리를) 줄이다

1153. turn down 거절하다, 물리치다

1154. turn in 제출하다; 되돌려 주다, 반환하다

1155. turn out 끄다, 잠그다; 물리게 하다, 지겹게 하다

1156. turn to 의지하다

1157. turn up 나타나다, 도착하다; (가스, 불, 소리를) 세게하다; 

1158. ultimate 최종의; 궁극적인

1159. undertake (일; 책임을) 맡다; 떠 맡다; 착수하다; 시작하다

1160.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1161. unique 독특한

1162. uproar 소란; 소동

1163. upset 당황하게하다; 뒤집어 엎다

1164. urban 도시의

1165. urge 촉구하다; 재촉하다; 충동; 자극

1166. utility 유용; 공공시설

1167. utilize 이용하다; 활용하다

1168. utmost 최대한도의; 극도의; 최대한도

1169. utter 말하다; 발음하다; 완전한; 철저한

1170. vague 모호한; 분명치 않은

1171. vain 자만심이 강한; 헛된; 무익한

1172. valid 타당한

1173. vanish 사라지다; 없어지다

1174. vary 다양하다; 바꾸다; 변화하다

1175. vast 거대한; 막대한

1176. vegetable 야채; 채소

1177. vegetation 초목;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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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verbal 피곤한; 지친

1179. versatile 다재다능한; 목소리의; 음성의

1180. vessel 배; 비행선; 용기; 그릇; 관; 도관

1181. violate 위반하다; 저버리다; 어지럽히다; 방해하다

1182. virtual 가상의

1183. visualize 마음속에 그리다; 시각화하다

1184. vital 생명의; 활기찬; 극히 중대한; 필수적인

1185. vivid 밝은; 발랄한; 선명한; 생생한

1186. vocal 목소리의; 음성의

1187. vomit 토하다; 게우다

1188. vow 맹세; 서약; 맹세하다

1189. weary 피곤한; 지친; 싫증이 난, 지긋지긋한

1190. withdraw 빼다; 인출하다; 철회하다; 취소하다; 물러나다; 철수하다

1191. withhold (주는 것을) 보류하다; 억누르다; 억제하다

1192. withstand 저항하다; 버티다

1193. witness 목격하다

1194. work out (문제를) 풀다, 해결하다

1195. worship 숭배하다; 존경하다

1196. wrap 포장하다

1197. wreck 난파; 파괴; 난파시키다

1198. wrinkle 주름(살); 주름지다

1199. yearn 동경하다; 그리워하다

1200. yield 산출하다; 내다; 굴복하다; 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