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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익총어휘>
단어학습 보물창고 http://www.wordup.co.kr	만든이: 
Word
뜻
예문
usage
n. 사용법, 취급법, 관습, 관용, (언어의)관용법, 어법

collocation
n. 나란히 놓음, 병치, 배열, 낱말의 배치, 연어

assembly
n. 집회, 무도회, 회의, 집합, 입법회의, 집합신호, 조립

inclement
a. (날씨가)험악한, 거칠고, 궂은, (기후가)혹독한, 추운, 무정한, 가혹한

storm
n. vt. vi. 폭풍우, 큰비(눈), 심한 천둥, 빗발치듯 하는 총알, (노여움 따위의)폭발, 격정, 강습, (날씨가)험알해지다, 돌진하다, 날뛰다, 호통치다, 강습(쇄도)하다

throughout
prep. ad, 도처에, ..동안, 통해서

construction
건조, 건설, 건축, 축조, 건설 공사(작업), 건설(건축)업, 건물, 건조물, 조립식무대 장치, 구조, 건축 양식, 구조법, 작도, (어구.문장.법률.행위등의)해석, (문장.어구

scale
n. vt. 눈금, 척도, 비율, 축척, 자, 진법, 규모, 사닥다리, 스케일, 등급, 사다리로 오르다, (비율에 따라)삭감하다, 적당히 판단하다, ..천칭의 접시, 저울, 천칭,

concentrate
집중시키다, 한 점에 모으다, (물건등을)모으다, 응집(응축, 농축)하다, (광석을)선광하다, 한점에 모이다, (인구 등이)집중하다, (사람이 ..에)전력을 기울이다, 전렴하다,

writing
a. 문자로 쓰는

marketing
n. (시장에서의) 매매, 마케팅(제조에서 판매까지의 전과정)

consultant
n. 상의자(consulter), 컨설턴트, 상담역, 고문(기술자, 전문가등), 고문 전문의(병원의 상급의사)

management
n. 취급, 관리, 경영, 경영자측, 술책

labor
vi. vt. 일하다, 애써 만들다, 진통으로 괴로워하다, (배가) 몹시 흔들리다, 난항하다

attendance
n. 출석, 시중, 참석, 돌봄, 간호, 출근

advantage
n. 이익, 편의, 유리, 이점, 강점

momentum
n. (물체의)타성, 여세, 운동량

recover
vt.되찾다;회복하다;벌충하다;손해배상을 받다

decision
n. 결정, 해결, 판결, 결심

capable
유능한, (..에 필요한)실력(자격)이 있는, (사람이)..의(할) 능력이 있는, ..을 넣을수있는, ..을 감히 할, ..하기를 서슴지 않을, ~.ness, -bly 유능하게,

responsible
a.책임을 져야할;(-에)대하여 책임이 있는

maintenance
n. 유지, 보존, 지속, 부양(료), 생계, 주장

promotion
n. 승진, 진급, 촉진, 발기, 주창

luggage
n. 수하물, 여행가방

unused
a. 쓰지 않는, 사용한 적이 없는, 익숙하지 않은(to)

surely
ad.확실히, 틀림없이, 정말로, 꼭, 설마, 결코, 기필코, 안전하게, 틀림없이

increase
늘다, 불어나다, 증가(증대, 증진)하다, 커지다, 강해지다, (유의어increase 수량정도등이 증가(증대)하다, enlarge 크기 양 등이 증가하다, multiply 수량이

rapidly
ad.빨리;신속하게;순식간에

dramatically
ad.희곡(연극)적으로, 극적으로

minimum
n. 최소량, 극소

minimal
a. 최소향(수)의, 극소의

wool
n. much cry and little ~ 태산 명동에 서일필

investor
n. 투자자, 포위자, 서임자, 수여자

manual
a. 손의, 손으로 만든, 편람, 안내서

extreme
a. n.  극도의, 극단의, 과격한, 맨끝의, 최후의, 극단, 극도, 양극단, 극단적인 수단

caution
n. vt. n.  조심, 신중, 경계, 훈계, 주의, 경고, 예령(구령의), 담보, 보증, 보증서(인), 경계를 요하는 사물(사람), 희한한 사람(것), ..에게 경고하다, 주의

expand
vt. vi. 넓히다, 넓어지다, 펴다, 퍼지다, 팽창시키다, 확장시키다, 발전시키다, 전개하다

capacity
n. a. 용적, 용량, 열(전기)용량, (최대)수용력(량), 흡수력, 포용력, 재능, 역량, 자격, 입장, 법적 자격, (공장등의)(최대)생산 능력, 이해력, 학습능력, 최대한의

inspect
vt. 면밀하게 살피다, 점검(검사)하다, 시찰하다, 검열하다, 사열하다

escort
n. vt. 호위자, 호위, 호송, 호위하다, 호송하다

exhibit
vt. n.  진열하다, 출품하다, 공개하다, 보이다, 나타내다, (문서를)제시하다, 투약하다, 전시, 출품물, 증거물

exact
a. vt. 정확한, 엄밀한, 정밀한, 꼼꼼한, 엄격한, 까다로운, 엄하게 요구하다, 강요하다

unusable
a. 쓸 수 없는, 쓸모없는

publicity
n. 널리 알려짐, 주지, 공표, 평판, 선전

reconstruction
n.재건;개조;재건(복원)된 것

waiting
n. 기다림, 기다리는 시간, 시중듦, in ~ (왕, 여왕 등을)섬기어

honor
n. vt. 존경하다, 명예를 주다, (어음을) 인수하고 지불하다

banquet
n. vt. vi. 연회, 향연-향응하다, 향을을 받다

convenience
n. 편의, 편리, (편리한)사정, 편익, 편리한 것, (문명의)이기, (공중)변소(paivy)

owner
n. 임자, 소유자

expense
n. 비용, 지출, 지출금, 손실, 희생

extinction
n. 소화, 진화, 흡광, 종식, 사멸, 절명, (가계의)단절, (법)(권리 등의)소멸

doubt
n. vt. vi. 의심, 의문, 의심하다(geyond doubt의심할 여지가 없이)

schedule
n. 예정표, 기일, 일정, 시간표, 명세표, 예정대로, 표를(목록을)만들다, 표에 올리다, 예정하다, 정하다

aside
ad.곁에;옆에;떨어져서;따로 n.방백;사담

minor
a. 작은 쪽의, 소, 중요하지 않은, 2류의, 손아래의, 부전공과목의

emergency
n. 비상사태, 긴급한, 위급사태

assist
vt. vi. n.  돕다, 거들다, 참석하다조력, 포살

benefit
n. vi. vt. 이익, 은혜, 은전, 기부금, 희사, 자선 흥행-이익을 주다, 도움을 받다(profit)

transportation
n. 수송, 수송료, 수송 기관, 유형

Legislation
n. 입법

effect
n. vt. 결과, 영향, 효과, 유효, 느낌, 인상, 빛깔의 배합, 취지, 대의, 외관, 결과를 가져오다, 목적을 이루다

comply
vi. (명령.요구.규칙에)응하다, 따르다

federal
a. 동맹의, 연방의

retire
vi.퇴직하다;은퇴하다;물러나다;잠자리에 들다 n.은퇴

narrow
vt. vi. 좁히다, 좁게하다, 가늘게 하다, 좁아지다, 가늘어지다

potential
a. n.  가능한, 가능성, 전위의, 가능법의, 가능성, 잠세, 잠재력, 전위, 가능법

Dust
n. 먼지, 티끌, 가루, 분말, 쓰레기, 유해, 인체, 흙, 무덤, 현금, 굴욕을 받고, 죽어서 가루를 뿌리다, 먼지를 떨다

interfere
vi. 방해하다, 훼방하다, (이해등이)충돌하다, 대립하다, 손상하다, 해치다, 간섭하다, 참견하다, 중재(조정)하다, (물)광선음파등이)간섭하다, (불법으로)방해하다

computer
n. 전자계산기, 컴퓨터, 계산기, 계산자

cooling
n. 냉각(의)

mechanism
n. 기계(장치), 기구, 조직, 기교, 우주 기계론

strategy
n. 용병학, 병법, 전략, 교묘한 운용

basic
a. 기초의, 근본의, 염기성의

safety
n. 안전, 안전기(관), in ~ 안전(무사)히, play for ~ 안전을 기하다

Washington
n. 미국의 수도, 미국 북서부의 주

consideration
고려, 숙고, 고찰, 연구, 고려할 사항(문제), 이유, 보수, 팁, (유가)약인, 대가, 참작, 이해성, 동정심, 경의, 존중, 중요성

replace
vt.되돌려 놓다;복직시키다;대신하다;교대시키다

faulty
a. 결점 있는, 불완전한

motor
n. a. vt. vi. 원동력, 발동기, 전동기, 내연기관, 운동 근육, 움직이게 하는, 원동의, 자동차로 가다(수송하다)

profound
a. n.  깊은, 심원한, 마음으로부터의, 정중한(절 따위), (동정 등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충심의, 의미 심장한, 충분한, 심연, 깊은 속마음, 심해

influence
영향, 감화력, 작용, 세력, 권세, 명망, 위력, 설득력, 영향을 끼치는 사람(사물), 세력가, 유력자, (전)유도, 감응(induction), (천체로부터 발생하는 흐름이 사람

range
n.줄;산맥;범위;한계;계급;배회;레인지 vt.정렬시키다

planning
n. 계획, 평면 계획, 계획화

obtain
vt. (풍습 따위가) 행해지다, ~able a. 얻을(획득할)수 있는

permission
n. 허가, 면허, 허용

physician
n. 의사

amount
vi. n.  총계..이 되다(to), 결(.과)같다-합계, 총액(sum total), 양 결국, 원리 합계

subject
vt. 복종시키다(to), 제시하다, 맡기다(to)

cancellation
n.말살;취소;해제

eligible
a. n.  택해도 좋은, 뽑힐 자격 있는, 적임의, 적격자, 바람직한

membership
n. 일원임, 회원 자격, 회원수

conscious
a. n.  (고통.감정.추위등을)의식(자각)하고 있는, 지각(정신, 의식)이 있는, 의식(감지)하고 있는, 알아채고 있는, 의식적인, =SELF-CONSCIOUS, .을 강하게

importance
n. 중요(성), 중대성, 중요한 지위, 무게, 관록, 거드름, 오만(한 태도)

exercise
n. vt. vi. 운동, 체조, 연습, 실천, 학과, 활동시키다, 행사하다, 다하다, 번거롭게 하다, 연습하다

comparable
a. n.  ..와 비교되는, ..에 필적하는, 유사한, 비슷한, (거의)동등한, ~ness

machinery
n. 기계, 기계장치, (정부 따위의) 기관, 기구, 조직, (극 따위의) 꾸밈, 초자연적사건, government ~ 정치 기구

handling
n. 손에 대기(잡기), 취급, 조종, 운용, 수법

emphasis
n. 강조, 강세, 어세, 문세

concerning
prep. ..에 관하여

least
ad.가장적게, ~ of all 가장 .. 않다

advance
vt. 나아가게 하다, 승진시키다, 값을 올리다, 의견을 내다 선불하다

broadcast
vt. vi. n.  a. 방송하다, 방송프로, 방송, 살포, 방송의, 살포한, 살포하다, 흩뿌리다-방송(프로), 씨(살포)-방송의, 방송된, 살포한

alive
pred. a. 살아서, 혈기왕성하여, 활기를 띠어

foreseeable
a. 예지할 수 있는

foreseeing
a. 선견지명이 있는

occupy
vt. 점령하다, 사용하다, 종사시키다, occupier n.  점유(거주)자, 점령자

reserved
a.보류된;따로 둔;예약한;제한된;체면차린

parking
n. a. 주차, 주차 장소

confirmed
a. ad, 확인(확립)된, 비준된, 굳어버린, 상습적인, 완고한, (병이)만성인, confirmedly()

reasonable
a.분별있는;합리적인;값이 적당한

retirement
n.퇴거;은퇴;은거;퇴직;퇴역;은거하는 곳

mature
a. vt. vi. 익은, 성숙한, (심신이) 충분히 발달한, 만기가 된, 신중한, ..익(히)다, 성숙시키다(하다), 완성시키다, 만기가 되다

fiscal
a. 국고의, 재정상의, 회계의

resort
vi.(자주)가다;어떤수단에 호소하다;의지하다

former
a. 앞의, 이전의, 전자의

grandeur
n. 웅대, 장엄, 화려, 성대, 장관, 위대, 고귀

remain
vi.남다;살아남다;그대로다 n.잔존물;잔액;유물;화석

designated
a. 지정된, 관선의

indication
n. 지시, 지적, 임시, 표시(의)징후, 계기의 시도, 표시도수, 필요한 조치

opposed
a. 반대의, 적대하는, 대립된, be ~ to ..에 반대이다

consult
vt. vi. (L 잘 생각하다의 뜻에서)(전문가에게)의견을 묻다, 상담(상의)하다, 진찰을 받다, 참고하다, 찾다, 고려하다(consider), 상의(의논)하다

protective
a. n.  보호하는, 상해방지의, 보호 무역의, 보호물

equipment
n. 채비, 준비, 설비(선박의 의장품), (알에 필요한)능력, 기술

localized
a. 지방적인

hardly
ad.거의..않다, 간신히, 겨우, 아마 ..아니다, 애써서, 고생하여, 엄하게, 가혹하게, ~ ever 좀처럼 없다, ~ when(before) ..하자마자, ..하기가 무섭게

extremely
ad.극도록

unlimited
a. 끝없는, 무한한, 무제한의, 부정의

access
n. 접근, 발작, 부가, 증가(be easy of~ 접근(가까이)하기 쉽다, gain~to ..에 접근하다, 가까이하기 쉬운 사람

approach
vt. 접근하다, 접근시키다, 아무게이야기를꺼내다, 문제해결에착수 하다-vi. 접근하다, 거의..와 같다

track
vt. ..에 발자국을 남기다, (진흙, 눈 따위를) 신발에 묻혀 들이다(into), 추적하다(down), 찾아내다(out), (배를) 끌다

informative
a.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을 알리는, 지식을 주는, 교육적인, 유익한

courteous
a. ad, n.  예의바른, 정중한, 친절한, ~ly, ~ness

manner
n. 방법, 방식, 태도, (pl, )예절, 풍습, 생활 양식, (문학, 미술의)양식, 작풍, 종류, all ~ of 모든 종류의, have no ~s 예의 범절을 모르다, in

dedicated
a. (이상, 정치, 목표 등에)일신을 바친, (장치 등)오로지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전용의

talented
ad.재능 있는

correlated
adj.상호 관계가 있는

attractive
a. 사람의마음을끄는, 관심을 끄는, 인력이있는

salary
n. 봉급(을 주다, 지불하다) (cf, wages)

insert
vt. n.  끼워넣다, 삽입하다, 써넣다, (신문기사등에)게재하다, 삽입물(신문등의), 삽입광고, 삽입자막

blade
n. 잎, 칼날, 칼, 검객, 멋장이, 날개, 견갑골

unit
n. 한개, (구성)단위, 한사람

include
vt. 포함하다, 함유하다(유의어contain)넣다, (전체의 일부로서)계산하다, 포함시키다, 끼우다

induce
vt. vi. 권유하다, 설득하여(권하여).시키다(persuade), 일으키다, 야기하다, 유발하다, (진통분만을)인공적으로 일으키다, (아기를)인공적으로 출산시키다, 귀납하다,

breakdown
n. 고장, 분석, 사고, 붕괴, 쇠약

apart
ad.떨어져, 떼어서(~from ..은 별문제로 하고, come ~흐트러지다, joking~ 농담은 집어치우고, take~ 분해하다다

beside
xprep, 곁에, 비교하여, 떨어져서, 벗어나서

expiration
n. 종결, 만료, 만기, 날숨, 죽음

enhance
vt. 높이다, 늘리다, 강화하다

engine
n. 기관, 엔진, 기관차, 기계, 기구, 병기

provided
conj, ..을 조건으로 하여, 만일 ..이라면

automobile
n. 자동차

division
n. 분할, 분배, 의견의 차이, 분열, 구획, 눈금, 나눗셈, 학부, 사단, 분대, 포기나누기, 분업, 삼권 분립

faction
x. (작용)의 뜻

improve
vt. vi. 개선(개량)하다, 진보(향상)시키다, 이용하다, 활용하다, (농경, 건설등으로 토지, 부동산의)가치를 높이다, 나아가다, 호전하다, 진보하다, 증진하다, (주가, 시

productivity
n. 생산성, 다산, 생산력

cordially
ad.진심으로, 정성껏(heartily), 성의를 다해서(sincerely)

arrange
vt. 가지런히 하다, 정돈하다, 정리하다, 배열하다, 조정하다, 미리 가지런히 하다

waste
n. 황무비, 황량한 전망, 낭비, 쇠약, 폐물, 찌꺼기, go (run) to ~ 헛되이 되다, 낭비되다

disposal
n. 배치, 처리, 처분, 양도

exposure
n. 버려둠, (집, 방의)향, 노출, 폭로, 적발, (어린애의)유기

sunlight
n. 일광, 햇빛

dealt
v deal의 과거분사

defy
vt. 도전하다, 반항하다, 거부하다, 무시하다

generate
vt.낳다;발생시키다

foster
vt. 기르다, 양육하다, 돌보다, 촉진하다, (친부모와 같은) 애정을 주는(받는)

positive
a. n.  확실한, 명확한, 확신하는, 독단적인, 우쭐한, 적극적인, 절대적인, 실재의, 순전한, 양의, 확실히, 실제, 확실, 원급, 전지의 양극판, 양화, 양수

demonstrate
vt. 논증하다, 실물선전하다, 시위운동을하다

ability
n. 능력, 수완(to do), 재능

managing
a. 처리하는, 관리하는, 잘꾸려 나가는, 간섭 잘하는, 인색한

nonprofit
a. 비영리적인, (사회가)자본주의에 의하지 않는

organization
n. 조직, 구성, 편성, 체제, 단체, 기구

elaborate
a. vt. 공들인, 면밀한, 힘들인, 애써서 만들어내다, 퇴고하다, 정성들여, 면밀하게

ceiling
n. 천장, 천장판자, 내장판자(배의), 상승한계(비행기의), 운고, 운저고도, 최고한도, (가격.임금.요금 등의)

notify
vt. 통지하다, 통보하다, 공고하다, 신고하다, 계출하다, 발표하다, 공시하다, notifier()n.

consent
vi. n.  ad, 동의하다, 승낙하다, 찬성하다, 동의, 승낙, (의견.감정의)일치, ~er 승낙자, 동의자, ~ingly 승낙(동의)하여

concern
vt. n.  ..에 관계하다, 의 이해에 관계가 있다, 에 중요하다, 관계하다, 관여하다, 관심을 갖다, 염려하다, 걱정하다, 관계, 이해 관계, 관심, 배려, 걱정, 근심, 관

opinion
n. ~ of ..을 좋게(나쁘게)생각하다, have the courage of one's ~s 소신을 당당하게 표명하다

recommendation
n.추천;추천장;장점;권고

transfer
vi. 옮다, 전입되다, 갈아타다

wage
vt. (전쟁, 투쟁을)하다(against)

traditionally
ad.전통적으로;관습적으로;전통에 의해서

inflation
n. 팽창, 통화 팽창, 인플레이션, (물가등의) 폭등, 물가상승, 자만심, 과장

identification
n. 동일하다는(동일임, 동일물이라는) 증명, 신분 증명(이 되는 것)

broaden
vt. vi. 넓히다, 넓어지다

research
n.연구;조사 vt.vi.연구하다;조사하다

advocate
n. vt. 변호인, 주장자, 옹호자-변호하다, 주장하다

marginal
a. 언저리의, 가의, 한계에 가까운, 난외의

posting
n. 전기

determine
vt. vi. 결심시키다, 결정하다, 한정하다, 측정하다, 결심하다, 결정하다

amply
ad.충분히, 널히

deeply
ad.깊이, 짙게, (음조가)굵고 낮게, 철저히, 심각하게

promotional
a. 승진의, 증진의

assign
vt. 할당하다, 배당하다, 명하다, 맡기다, 지정하다, 돌리다, 양도하다

statement
n. 진술, 성명, 진술서, 성명서, 보고서

persuasive
a. 설득력 있는, 동기, 유인

persuadable
a. 설득될 수 있는

understandable
a. 이해할 수 있는, 알만한

reliable
a.믿을 만한;믿음직한;확실한

Temperature
n. 온도, 체온, run a. ~ 열이 있다, 열을 내다, 흥분하다, take one's ~ 체온을 재다

precipitation
n. 거꾸로 투하하기, 투하, 낙하, 화급, 황급, 촉진, 경솔, 침전, 강수(비, 눈, 이슬따위), 강수량

expansive
n. 팽창력 있는, 광할한, 마음이 넓은, 과대망상적인

expanse
n. 넓음, 넓은장소, 확장, 팽창

expansion
n. 확장, 확대, 발전, 팽창

price
n. vt. 값, 대가, 대상, 보수, 현상, 희생가치, (above price (값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귀중한, at any price 값이 얼마이든, 어떤 희생 치르더라도

approve
vt. 시인하다, 찬성하다, 마음에들다, 인가하다, 실증하다, 보여주다, 시인하다

purchase
vt. n.  사다, 노력하여 얻다, 구지레(도르레)를 울리다, 구입, 구입품, (토지 부터의 해마다의)수익, 기중 장치

invoice
n. vt. vi. (상)송장(에 의한송부)인보이스, (화물등이)송장을 만들다(보내다)

cautiously
ad.주의깊게;조심하여

optimistic
a. 낙천주의의, 낙관(낙천)적인

inherently
ad.

risky
a.위험한;모험적인

Education
n. 교육, 훈도, 양육

Instructor
n. 교사, 가르치는 사람, 지도자, (미)(대학의)전임강사

Intensive
a. n.  강한, 격렬한, 철저한, 집중인, 집약적인, (보통복합어를 이루어).집약적, (문법)강의의 , 강조하는(emphasizing), (논)내포적인, 점진적인, (문법)강의

Vocabulary
n. 어휘, (알파벳 순의)단어집

Essential
a. n.  본질적인, 실질의, 필수의, 정수의, 에센스의, 기본의, 본질, 요점, 요소

stockholder
n.주주

shareholder
n. 주주

stakeholder
n.건돈을 받는 사람

associate
vt. vi. n.  a. 연합시키다, 공동시키다, 연상하다, 교제하다, 동료, 한동아리, 준회원, 연상되는것

Executive
a. n.  시행의, 실행력이 있는, 행정상의, 행정부, 간부, 간사, 지배인, 대통령, 주지사

Officer
vt. 장교를 배치하다

chairperson
n. 의장, 사회자

vice
prep. ..대신으로, 대리로서

controller
n. (회계등의)감사관, 감사역, (회사의)경리부장, 관명으로는 COMPTROLLER, 지배자, 관리인, (항공)관제관, (전동기등의)제어(조종)장치, ~ship, controll

auditor
n. 방청자, 회계검사관, 감사, 청강생

enterprise
n. 사업, 기업, 기획, 모험심

entrepreneur
n. (F=enterprise)기업가, (특히)가극의 흥행주, 중개업자

supervisor
n. 감독자, (컴퓨터)감시 루틴

priority
n. <시간, 순서가>(먼저)임, 상위, 우위, 우선권, 선취권

representative
n.대리인;대의원;국회의원;하원의원 a.대표적인

assistant
a. n.  조수, 보조의, 점원

employer
n. 고용주

employee
n. 고용인, 종업원

multinational
a. n.  다국적의, 다국적 기업

colleague
n. (관직.교수.공무 등 직업상의)동료, ~ship 동료관계

accountant
n. 회계원, 회계사, 계리사

bookkeeper
n. 장부계원

receptionist
n.접수인;접대원

incorporated
a. 합병한, 합동한, 편입한, 법인조직의, (미)회사가 유한 책임의

incorporation
n. 혼인, 혼합, 결합, 합동, 합병, 편입, 결사, 법인, 단체, 회사(corporation), (법)법인격 부여, 법인, (미)회사)설립, 문서병합, (언)포합

branch
n. vi. 가지, 분파, 분가, 지류, 지맥, 출장소, 가지를내다, 갈라지다

headquarters
n. 본부, 사령부

conglomerate
둥글게 뭉친, 덩어리가 된, 밀집한, 역암질의, 집괴성의, 둥글게 덩이진 것, 집단, 집성체, 역암, (거대)복합기업, 둥글게 덩이지게 하다(덩이지다), 덩어리 모양으로 모으다,

subsidiary
n. 보조물, 보조자, 자회사

subsidy
n. 보조금, 조성금

subsidize
vt. 보조금을 주다, 돈을 주어 협력을 얻다, 매수 하다

accounting
n. 회계(학)

diversify
vt. 변화를주다, 다양하게하다

convert
변하게 하다, 전환하다(into), 개장(개조)하다, ..에 화학변화를 일으키다, 개심(전향)시키다, 개종시키다, 귀의시키다(특히 기독교에), 회심시키다, (동산을)횡령하다, 전환

reorganize
vt.재편성하다;개조하다

consolidate
(토지.회사 등을)합병정리하다, 통합하다, 굳히다, 강화하다, 합동하다, 굳어지다, 튼튼해지다

franchise
n. vt. 선거권, 특권, 총판권, ..에 특권을 주다

franchiser
n. =FRANCHISEE, =FRANCHISOR

franchisee
n. 총판권을 받는 사람

transaction
n. 초악티니드 계열

launch
n. 진수, 기정

conference
n. 협의, 상의, 회의, 협의회, 해운 동맹, 경기연맹, 수여

session
n. 개회, 수업, 학기, 최고 민사 법원, (치안판사에 의한)즉결 재판

panel
n. 판벽널, 판자널, 패널판의 사진, 양피지 조각, 배심원 명부, 강사단, 그룹

discussion
n. 토론, 토의, 논의, 변론, 논문

presentation
n. 증정, 선물, 소개, 배알, 제출, 제시, 표현, 상연, (목사의)추천

convene
vt. vi. (모임.회의를)소집하다, 소환하다, 회합하다

quorum
n. 정족수

turnout
n. (구경, 행렬 따위에) 나온 사람들, 출석자, 대피선, 생산액, 산출고, 동맹 파업(자), 마차와 구종, 채비

compromise
n. vt. vi. n.  타협, 화해, 양보, 절충안, 절충물(중간물), (분쟁등을)타협하여(이야기로)해결짓다, 타협시키다, 화해시키다, (명성등을)더럽히다, 손상하다, (체면을

represent
vt.표현(묘사)하다;상징하다;대리(대표)하다;상연하다

agenda
n. 회의사항, 의제

alternative
n. (둘 중에서)하나를 택해야 할, 양자 택일의, 둘 중에서의 선택

handout
n. 거지에게 주는 음식(돈, 의류), (신문사에 돌리는)공식 성명(서), 유인물

postpone
vt. 연기하다

adjourn
vt. vi. 연기하다, 회를 휴지하다, 휴회하다

arbitrate
vt. 중재하다, 재정한, 중재재판하다

arbitration
n. 중재

assess
vt. 과세하다, 시정하다, 평가하다, 할당하다

demonstration
n. 논증, 실물 선전, 시위 운동

unanimous
a. 동의의, 만장일치의, 이구동성의

conclusion
n. 결말, 종결, 끝(맺음), 종국, 추단, (3단 논법의)단안, 결론, 귀결, 결정, 판정, (조약의)체결

reluctantly
ad.싫어하면서;마지못해

consensus
n. (의견.증언 등의)일치, 여론, 교감

exclusive
a. 배타적인, 독점적인, 독특한, 유일의, 고급의, 일류의

joint
a. n.  vt. 공동(합동, 연합)의, 연대의, ~ communique 공동성명, 마디, 관절, 이음매, 맞춘 자리, (마디마디 토막낸) 뼈 붙은 큰 살점, 비밀 술집, out

venture
vi. 위험을 무릅쓰고 해보다(on, upon), 대담하게도 ..을 하다, 용기를 내어 가다(오다, 나아가다)

preside
vi. 사회하다, 의장이 되다, 주인 노릇을 하다, 통솔(통할)하다

presiding
a. 주재(통솔)하는, 수석의, 사회하는

figure
n. vt. vi. 모양, 모습, 초상, 외관, 풍채, 인물, 상징, 도면, 도안, 도해, 숫자, 자릿수, 피겨스케이트, 도형

amend
vt. vi. (행실 등을)고치다, (의안 등을)수정하다, 고쳐지다, 개심하다

counterpart
n. 계인, 부절, (정부 2통 가운데) 1통, 부본, 사본, 아주 닮은 사람(것), 짝진 것의 한쪽, 상대물, 대조물, 대응부

implication
n. 연루, 밀접한 관계, 관련, 포함, 함축, 내포(암시)하고 있는 것, 언외의 의미,

negotiate
vt. vi. (교섭으로)협정하다, 결정하다, (어음, 증권, 수표 등을)유동시키다, 돈으로 바꾸다, 팔다, 뛰어넘다, 빠져나가다, (곤란, 장애등을)뚫고 나가다, 교섭(협상)하다

tender
a. (살, 피부, 색, 빛 따위가)부드러운, 허약한, 무른, 부서지기(상하기)쉬운, 민감한, 상냥한, 친절한, 젊은, 연약한, 텔리키트한, ..을 조심(걱정)하는(of, for)

competitive
a. ad, n.  경재의, 경쟁적인, 경쟁에 의한, ~ly, ~ness

evaluate
vt. 평가하다, ~의 값을 구하다

subcontract
vt. vi. 하청(계약)하다

equity
n. 공평, 공정, 형평법

stake
n. 말뚝, 화형주, 화형, 떠나다, 이사(전직)하다, 말뚝에 매다, 말뚝으로 둘러치다

annual
a. 1년의, 예년의, 매해의, 연1회의, 1년생의

summary
n. 적요, 요약

readout
n.정보의 취득(기억장치에서 정보를 얻어내기)

draft
n. 끌기, 견인, 중량, 한그물, 뽑아냄, 선발, 징병, 빼기, 도면, 설계안, 초안, 초고

brochure
n. 팸플릿, 가철한 책

leaflet
n. 작은 잎, 광고지 삐라

confidential
a. ad, 심복의, 신임이 두터운, 신뢰할 수 있는, 기밀의, 내밀한, 속 이야기를 터놓는, 친숙한, ~ly

deadline
n. 마감 시간, 사선

elect
vt. a. 뽑다, 선거하다, 뽑힌, 당선된(bride elect 약혼자(fiancee), president elect (아직 취임하지 않은)당선 대통령)

resume
vt.다시 잡다;(건강등)되찾다;회복하다;다시 시작하다

apply
vt. vi. 적용하다, 물건을대다, 붙이다, 페인트를칠하다, 열이나 힘을 가하다, 용도에 쓰다, 돌리다

application
n. 신청, 원서, 적용, 응용, 지원, 신청서, 도포, 부지런함, 열심

applicant
n. 응모자, 지원자, 후보자

recruit
n.신병;새회원;신입생 vt.vi.신병(새회원)을 들이다

headhunting
n. (야만인의)사람 사냥, 인재 스카우트

qualification
n. 자격, 자격 증명서, 제한, 조절

qualified
a. 자격 있는, 적임의, 면허 받은, 한정된, 조건부의

recommend
vt.추천하다;마음에 들게하다

reference
n.참고;참조;대조;언급;관련;관계

promote
vt. 촉진하다, 승진시키다, (사업을)발기하다, 선전하여(상품의)판매를 촉진하다, (법안의) 통과에 노력하다. promotable a.

resign
vt.사임하다;포기하다;양도하다;위탁하다

dismiss
vt. 면직시키다, 떠나게하다, 물러가라고 말하다, 물리치다, 기각하다

performance
n. 연기, 연주, 흥행, 수행, 일, 성능, 공적, 성과

evaluation
n. 평가, 사정, (수)값을구함

survey
n. 개관, 조사(표), 측량(도)

feasible
a. 실행할 수 있는, 가능한, 있을법한, 적당한

feasibility
n. 실행할 수 있음, 성부, 가능성

Merger
n. 합병, 합동

Acquisition
n. 취득, 획득, 취득물, 획득물

takeover
n. 인계, 접수, 경영권 취득

capital
a. n.  주요한, 으뜸가는(chief), (문자가)대문자인, 원래의(original), 기본의, 자본의, 최고급의(first-class), 썩좋은, 훌륭한, (죄가)사형감인,

budget
n. vi. 예산, 한묶음, 예산을세우다

fund
n. vt. 기금, 적립금, 온축, 재원, (일시 차입금을)장기 부채로 바꾸다, 이자 지불에 자금을 공급하다, 적립하다, 축적하다

sheet
n. 시트, 홑이불(깔개, 침구 등의 커버), 한 장(의 종이), 편지, (쇠, 유리의)얇은 판, 펴진면, 돛, 돛의 아딧줄, 시트감, 판자틀, 판금(가공)

certified
a. 보증(증명)된, (회계사 등이)공인의, 정신이상자로 증명된

payable
a.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해야 할, 수지가 맞는, 돌벌이가 될 만한

receivable
a.받을 수 있는;믿을 만한

assets
n.재산;자산;유산

liquidate
vt. 청산하다, 전멸시키다, 죽이다, 일소하다, 정리하다

estimate
vt. vi. n.  평가하다, 어림하다, 견적서를 작성하다, 개산하다, 견적하다, 평가, 견적서, 개산, 판단

profit
(장사의)이윤, 이익(make one's profit of ..을 이용하다, ..에 이익이 되다, 이익을 얻다, 남다

revenue
n.세액;수익;(정기적인)수입

credit
신뢰, 신용, 명성, 평판, 신망, 세력, 신용, 신용 대부, 외상(판매), (크레디트에 의한)지불유예 기간, 대변, 대변의 기입, 대월 계정, (은행의)예금(액), 신용장, 면목

collateral
a. n.  서로 나란한, 평행한, 부행의, 부대적인, 2차적인, 직계가 아닌, 방계의, 담보로 내 놓은, 방계친, 척속, 부대사실(사정), 부저당, 담보 물건

overdue
a. 기한이 지난, 연착한

loan
vt. vi. 빌려주다(out)

underwrite
vt. 아래에 쓰다, 인수하다

deficit
n. 결손, 부족액

bankrupt
n. a. 파산자, 파산한, 지불 능력이 없는, 파산하다

broke
v a. 무일푼의, 파산한(go for~ 기를 쓰고 해 보다

insolvent
a. n.  지불불능한, 파산한사람, 지불불능자, 파산자

audit
n. 회계검사, 감사, 결산보고

deduction
n. 뺌, 공제, 추정

deduct
vt. 빼다, 할인하다

tariff
n. 관세(세율)표, 관세(on), (여관 등의)요금표, 운임(표), 요금

raise
vt.vi.올리다;승진시키다;세우다

fringe
n. vt. 술, 술장식, 가장자리, 가두리, 술을달다, 가를 두르다, ..에 술을 붙이다

allowance
n. (정기적으로 지급하는)수당, 급여액, (가족에게 주는)용돈

strike
vt. 치다, 부딪다, 맞히다, 푹 찌르다, 치다, 느끼게 하다

slowdown
n. 감속, (공장의)조업 단축, 태업

absenteeism
n. 부재지주 제도, 장기 결석, 계획적 결근

morale
n. 사기, 풍기

boost
n. vt. 뒤에서밀다, 값을 올리다

holding
n. 보유, 파지, 유지, 소유, 토지, 소유주, 지주, (축구, 농구 등의)홀딩(공을 너무 오래 갖고 있거나 상대를 방해하는 등의 반칙)

regularly
ad.규칙적(정기적)으로;정식으로;균형있게;한결같이

replacement
n.제자리에 되돌림;교체자;복직;교체;후계

warehouse
vt. 창고에 넣다(저장하다)

outing
n. 소풍

excursion
n. 소풍, 수학여행, 단체여행, 관광단, 일탈, 습격

depression
n. 하락, 침하, 우묵 팬곳, 저기압

recession
n.퇴거;후퇴;경기후퇴

retail
n.소매

outlet
n. 출구, 배출구, 판로

retailer
n.소매상인;말전주꾼

wholesaler
n. 도매업자

irrevocable
a.취소할 수 없는;되부를 수 없는;결정적인

inventory
(상품, 재산등의)목록, 재고품목록, (자세한)목록, 표, 재고품, (미)재고조사, 재고조사 자산(고), 재고품의 총가격, 천연자원 재고 일람표, (카운슬링용)인물조사기록, (재고

freight
n. vt. 화물수송, 수상화물수송, 운송화물, 적하, 운임, 화물을싣다, 출하하다

forwarding
n. 추진, 촉진, 발송, 운송, 회송

maternity
n. 어머니임, 모성, 어머니다움

paternity
n. 아버지임, 부계

brisk
a. 기운찬, 활발한, 활기있는, 상쾌한

dull
a. vt. 둔한, 무딘, 둔감한, 또렷하지 않은, 지루한, 무디게하다, 흐리게하다, 누그러뜨리다

sluggish
a. 게으른, 게으름 피우는, 느린, 활발치 못한, 불경기인

dispatch
vt. 급송하다, 급파하다, 재빨리 처리하다, 해치우다, 발송, 급송

shipment
n. 선적, (배, 철도, 트럭 따위의) 적하, 적송품

Travelling
adj.여행(용)의;여행하는 여행,순업;이동

itinerary
n. a. 여행스케줄, 여정, 도정, 여행기, 여행일기, 여행안내서, 순방(순회)하는, 편력하는, 여정의 여로의

estimated
a. 견적의, 추측의

Departure
n. 출발, 발차, 이탈, 변경

destination
n. 목적지, 보낼 곳

transit
vt. 횡단하다, ..을 통과하다

passenger
n. a. 승객, 여객, 선객, 탑승객, 여객(용)의

bound
n. vi. vt. v a. 경계, 한계, 범위, 한정하접하다, 인접하다, 뜀, 튀다, bind의 과거분사

delayed
a. 뒤 늦은

depart
vi. 출발하다, 떠나다, 벗어나다, 빗나가다

commute
vt. vi. 갈다, 교환하다, (지불 방법등을)바꾸다, 감형하다, 대용(대신)이 되다, 대리를 하다, 돈으로 대신 물다, 정기(회수)권으로 통근(통학)하다

detour
n. 우회로

crash
(자동차가)파괴되다, (어떤곳에)숙박하다, 자다, 와르르 부수다, 산산조각으로 바수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을 달리다, 밀고 나아가다, (착륙시에 비행기를)파괴(파손)하다,

derail
vi. 탈선하다, derailment()vi. n.

ferry
n. vt. 나루터, 나룻배, 도선업, 항공수송, 자력현지수송, 도선하다, 공수하다

reserve
vt.따로 두다;보류하다 n.비축;제한;삭감 a.예비의

reservation
n.보류;유보;제한;조건;예약;특별보류

refund
vt.반제상환;환불

transferable
a.옮길 수 있는

confirm
vt. 확실하게하다, 확립하다, (결심 등을)굳게하다, (진술.증거.풍설 등을)확인하다, 확증하다, (재가.비준 등으로)확인하다, 추인하다, (.에게)견진례를 베풀다

reconfirm
vt. 재확인하다, (특히)..의 예약을 재확인하다

waitlist
vt. WAITING LIST에 올리다(기재하다)

valid
a. 근거가 확실한, 정당한, 정당한 수속을 밟은, 유효한

fare
n. vi. 요금, 승객, 음식물, 지내다, 일어나다, 먹다, 대접받다, 가다, 여행하다

runway
n.주로;활주로;동물이 다니는 길

immigration
n. (입국)이주, 입국, 입국관리(심사), (일정기간내의), 이민(수)

embarkation
n. 승선, 탑승, 적재, (새 사업 등에의)착수

disembarkation
n. 양륙, 상륙

baggage
n. 수화물, 군용 행낭, 말괄량이, 닮고 닮은 여자

claim
(당연한 것으로서 권리.유산 등을)요구(청구)하다, (권리.사실을)주장하다, 승인을 구하다, (분실자가 분실물의)반환을 요구하다, (요구에의하여 권리등을)획득하다, 자칭하다, (사

clearance
n. 정리, 제거, 정돈, 배제, 삼림벌채(개간을 위한), 통관 절차, 세관 통과, 출항(인가), (항공기의)착륙(이륙)허가, 클리어런스, (기획 등에 대한 상사 등의)허가, 오케

declare
vt. vi. 선언하다, 언명하다, 신고하다, 공언하다, 성명하다, 언명해 놓고 그만두다, 해약하다)

declaration
n. 선언, 포고, 신고, 미국 독립 선언(1776년 7월 4일)

boarding
n. (널)판장, 기숙

cockpit
n. (비행기.우주선 등의)조종석(실), 투계장, 투기장, 전란의 터, (구식 군합의)최하 갑판 후부의 사관실(전시에는 부상병을 수용)

fasten
vt. vi. 단단히 고정시키다, 붙들어 매다, 멈추다, 잠그다, 고착하다, 잠기다, 꽉 달라붙다

overhead
n. 총경비, 경상비

rack
n.선반;고문;고통;파괴;황폐;경보 vt.선반에 얹다

lavatory
n. 세면소, 세면대

attendant
a. n.  부수의, 시중드는, 수행의, 출석의, 곁에 따르는 사람, 수행원, 수반물, 출석(참석)자

crew
n. vi. vt. (승객을 제외한 배.비행기.열차의)승무원 전원, (고급 선원을 제외한)일반 선원들, (비행기에서 운항 승무원 이외의)승무원, (보트의)크루, 보트팀, 동아리,

turnpike
n. 유료 도로, 통행료를 받는 문(길)

intersection
n. 횡단, 교차, (도로의)교차점, 교선, 교점

overpass
n. 육교, 구름다리, 고가 도로

underpass
n. 지하도

steering
n.조타;조정;등선실

wheel
vi. 선회하다, 방향을 바꾸다, 자전거를 타다, (새 따위가) 원을 그리며 날다(따위)

transmission
n. 전달, 전송, 전염, 전도, (전차등의)송파, 송신, 발신, 전동 장치(자동차의)변속

dashboard
n. 흙받기, 물보라 막이, 흙받이, 자동차 따위 조종석의 계기반

rear
n.뒤;배후;후위;변소 a.에 있는 vt.vi.변소에 가다

flat
a. ad, n.  vt. vi. 편평한, 납작한, 납죽엎드린, 공기가빠진, 김빠진, 맛없는, 불경기의, 광택없는, 단조로운, 노골적인

tire
n. vt. (쇠, 고무의) 타이어 (를 달다)

median
a. 중간에 위치한

strip
n. vt. 길고 가느다란 조각(으로 만들다), (신문, 잡지의) 연재만화, 활주로, (떼어낼 수 있게 된)철판 활주로

garage
n. (자동차)차고, 개라지, 격납고

mechanic
n. 직공, 기계공

limousine
n. 리무진(운전석과 객서의 사이에 유리 간막이가 있는 대형 자동차), 호화로운 대형 승용차, (공항의)여객 수송용 소형 , 버스)

compact
치밀한, 촘촘한, 올이 밴, 꽉 들어찬, 밀집한, (체격이)탄탄한, ..으로 된, (문체등이)간결한, (집등이)아담한, (자동차가)소형의, 꽉채우다, 압축하다, 굳히다, 간결히 하

wagon
vt. wag(g)on으로 나르다

convertible
바꿀 수 있는, 개조(개장)할수 있는(to), (의미상)바꾸어 말할 수 있는, 뜻이 같은, 환위할 수 있는, 차환할 수 있는, 태환성의, 환산할 수 있는, 개종(전향)시킬 수 있는

utility
a. (옷, 가구 등) 실요 본위의

vehicle
n. 차량, 탈것, 매개물, 전달수단, (그림 물감을 녹이는)용액, 우주차량(로켓, 우주선 따위)

lane
n. 작은길, 시골길, 골목길, 차선, (선박, 항공기의) 규정항로

amusement
n. 위안, 즐거움, 재미, 재미로 하는 것, 오락

memorial
a. 기념하는, 추도의 기억의

quarantine
n. vt. 검역 정선 기간, 검역소, 격리, 교통차단, 검역하다, 격리하다, (한나라를) 고립시키다

Hotel
n. 호텔, 여관

reception
n.받음;수령;수리;수용;접견;환영

cuisine
n. 요리, 요리법, 주방, 요리장

gourmet
n. 미식가, 식통

bite
vt. vi. n.  물다, 물어뜯다, 스미다, 부식하다, 한 번 묾, 한 입, 물린 상처

cereal
a. n.  곡식의, 곡류의, 곡초의, 곡물로 만든, 곡식, 곡류, 곡물 식품(아침으로 먹는 오트밀, 콘플레이크 등)

lean
n. 기욺, 경사

turkey
n. 칠면조(의 고기), 실패, (영화, 영극의) 실패작, talk (cold) ~ 입바른 소리를 하다

lobster
n. 바닷가재, 대하

caviar
n.캐비어(철갑상어의 알젓);진미;별미

citrus
n. a. 감귤류의 식물, 감귤류의

onion
n. 양파, 양파냄새, 인간, know one's ~s 자기 일에 정통하고 있다, off one's ~(s) 어리석은, 머리가 돈, ~y a.

beverage
n. 음료(alcoholic~알콜 음료)

salmon
n. 연어, 연어살빛(의)

pasta
n.파스타(이탈리아요리)

takeout
a. n.  집으로 (사)가지고 가는 (요리)

chef
n. 요리사, (특히 식당.호텔 등의)주방장

cater
vi. vt. n.  먹을 것을 마련하다, 음식물을 조달한, 요구를 채우다, 비위를 맞추다, (오락을)제공하다, ..의 음식(요리)을 준비하다, 조달하다, 네 끗패, (주사위의)

recipe
n.조리법;제조법;비결

bill
n. (옛날의)갈고리 창

seasoning
n. 조미, 조미료, 완화제, 건재(법)

spice
n. vt. 조미료, 향신료(를 치다), 방향을(정취를) 곁들이다(겉들이는 물건)

bake
n. vi. n.  굽다, 구워지다, 굽기, 회식

broil
v 굽다, 쬐다, 굽기, 쬐기, 불고기, 싸움하다, 말다툼하다

roast
vt.vi.불에 쬐어 굽다 n.불고기 a.구운

topping
a. 우뚝 솟은, 뛰어난

garlic
n. 마늘

microwave
n. 극초단파

vacancy
n. 공허, 빈 자리, 공석, 결원(on, in, for), 공백, (빈)틈, 빈곳(터, 방 따위), 방심(상태)

registration
n.기재;등록;등기;기명;등록자;온도계의 표시

rate
n.율;비율;시세;속도;등급 vt.vi.평가하다;생각하다

single
a. 단 하나의, 혼자의, 독신의, 편도의, 단식의, 홑의, 단식 시합의, 외겹(꽃)의, 성실한, 일편단심의, 일치한, 단결한, 독신, 맞상대 싸움, 한개, 단일, 단식시합, (러

twin
a. n.  쌍둥이의 (한 사람), 닮은(것), 쌍둥이

suite
n. 수행원, 일행, 한벌 갖춤, (목욕실 따위가 있는)붙은 방, 조곡

rare
a.희귀한;진기한;희박한;설익은;어이없는

medium
n. 중간, 중용, 매개(물), 매질, 매체, 배양기, 환경, 수단, 방법

done
v do의 과거분사

platter
n. 타원형의 얕은 큰 접시, 레코드, 음반, 본루

saucer
n. 받침접시

eatery
n. (구)간이 식당

patron
n. 후원자, 단골 손님, 수호 성인

mall
n. 나무 그늘진 산책길, (the M, ) 런던의 St, James's Park의 산책길, 펠멜 구기, 펠멜용의 망치

arcade
n. 아케이드(유개도로 또는 상가), 줄지은 홍예랑

bargain
n. vi. vt. 매매, 거래, 약속을 하다, 흥정하다, 교섭하다

basement
n. 지하실, 지계

convenient
a. 편리한, 사용하기 좋은, 형편이 좋은(to, for), 손쉬운, 간편한 손쉽고 편리한(handy), ..에 가까운, 부근에(to, for)

factory
n. 공장, 제조소

hardware
n. 철물, 철기류, 무기류, 하드웨어(컴퓨터의 기계 설비), (우주로켓, 미사일 등의)본체

newsstand
n. (미)거리, 역, 구내등의)신문, 잡지 매점

vendor
n. 매주, 매각인, 행상인, 노점상인(street ~)

cart
n. vt. vi. 짐마차, 2륜 짐수레, 운반차, 2륜 경마차, 짐마차로 나르다, (짐 등을)애써 나르다, (손으로)나르다, 쉽게 이기다(경기에서), 짐마차를 사용하다, (말 등

found
vt. (금속을) 녹이다, 녹여 붓다, 주조하다, (유리 제품을) 만들다

goods
a. n.  상품, 물품, 동산

produce
vt. n.  생기게 하다, 산출(생산)하다, 낳다, 초래하다, 만들다, 제조하다, 공급하다, 보이다, 제출하다, 연장하다, 상연하다, 연출하다(produce on the line

liquor
vt. vi. 술을 많이 먹이다(마시다)

leather
vt. 가죽을 씌우다(대다), 가죽 끈으로 때리다

stationery
n.문방구;문구;편지지

souvenir
n. 기념품, 선물

gift
n. vt. 선물, 천분, 재능 , 선사하다, (재능을)부여하다

certificate
..에게 증명서를 주다, 증명서를 주어 허가하다,

sale
n. 판매, 매각, 매상고, 팔림새, 특매, for(on)~ 팔려고 내놓은, ~on credit 외상 판매

mark
n. 마르크, 독일의 화폐단위

browse
n. vi. vt. 어린잎, 새싹, 주사-(소 따위가 어린 잎)을 먹다, 책을 역저기 읽다

voucher
n. 보증인, 증명인, 증거 서류, 증명서, (현금)대용의 인환권

installment
a. n.  분할 불입, 분할 불입금, (전집, 연재물등의)1회분, 한권, 분할불입방식의

deposit
vt. n.  놓다, 낳다, 핌전시키다, 맡기다, 부착물, 침전물, 예금, 공탁금, 보증금, 계약금

payment
n.지불;납입;불입;보수

warranty
n. 보증, 담보, (확고한)이유, 근거

guarantee
n. vt. 보증, 보장(guaranty), 담보, 보증인, 보증하다

defect
n. 결함, 결점, 부족

exchange
vt. vi. n.  교환하다, 주고받다, 환전하다, 환전할 수 있다, 교환하다, 교환, 주고받음, 환전, 어음교환고, 거래소, 전화 교환국

subscribe
vi. 서명(기부)하다(to), 기부자 명부에 써넣다, 찬성하다(to), 예약(구독)하다

lease
n. (토지, 건물의)임대차 계약서(권, 기간)by ~ 임대로, take amew ~ of life 수명이 늘다

realty
n.부동산

estate
재산, 유산, 소유권, 재산권, 토지, 소유지, 살림살이, 처지, 사회적 지위, 사회적 신분, (정치, 사회적)계급(personal estate 동산, the

realtor
n.부동산업자

environmentalist
n. 환경 보호론자

Protection
n. 보호, 방어, 보호하는 사람, 보호 무역, 여권

ecology
n. 생태학, 환경, 사회형태학

ecosystem
n. 생태계

resource
n.자원;공급원;재원;연구력;자력;자산;의지

concentration
n. 집중, 집결, 전심전력, 집중력, 전렴, 농축, (액체의)농도, 선광, 농화, 집중연구, 숫자맞추기 놀이

pollute
vt. 더럽히다, 불결하게 하다, 신성을 더럽히다

pollutant
n. 오염 물질

contaminate
vt. 더럽히다, 어염시키다(defile), (특히 방사능으로)오염시키다, 악에 물들게하다(taint), 타락시키다

contaminant
n. 오염균(물질)

exhaust
다써버리다, (그릇 따위를)비우다, 없애다, 샅샅이 연구하다, 남김없이 논하다, (체력을)소모하다, 지쳐버리게하다, 유출하다, 배출하다, 배출, 배기

carbon
n. 탄소(기호 C, 번호 6), 탄소봉, 카본지, 카본지를 쓴 사본

monoxide
n. 일산화물

dioxide
n. 이산화물

acid
n. a. 산, 신맛(이 있는), 신, 신랄한, 부루퉁한

greenhouse
n. 온실

synthetic
a. 종합의, 합성의, 진짜가 아닌, 대용의, 종합적인

detergent
a. n.  깨끗하게 하는, 세제

preservative
a. n.  보존하는, 보존력이 있는, 방부의, 방부제, 예방약

sewage
n. 시궁창, 하수 오물

treatment
n. 처리, 가공, 대우, 대접, (의사의)치료(법), 치료제

litter
vi. (가축이) 새끼를 낳다

garbage
n. (부엌의)쓰레기, 고기찌끼, 찌꺼기

sludge
n. 진흙, 진창, 질척질척한 눈, 작은 부빙(성엣장)

disposable
a. 처리할수 있는, 마음대로 할수 있는

diaper
n. 마름모꼴

dispose
vt. 배치하다, ~할 마음이 내키게 하다

discard
vt. 요없는 패를 버리다, 버리다, 해고하다, 버림 받은 사람

dump
vt. n.  털썩부리다, 덤핑하다, 덤프하다, 쓰레기 더미, 쓰레기 버리는 곳, 덤프(기억 장치의 내용을 출력 장치에 전사하기)

furniture
n. 가구, 비품, 내용

junk
n. 정크(중국 연안의 너벅선 돛배)

yard
n.안마당;구내;야드(길이의 단위);작업장;막대;지팡이

insecticide
n. 살충제

herbicide
n. 제초제

fertilizer
n. 비료

conserve
보존하다, 유지하다, 보호하다, 설탕저림으로 하다,

preserve
vt. n.  보존하다, 유지하다, 방부 조치를 하다, (음식물을)저장하다, 보호하다, 사냥을 금하다, (과일의)설탕 절임, 금렵지, 양어장

conservationist
n.자연보호론자

recycling
n. 재생 이용, 재이용

wildlife
n. 야생 생물 보호주의자

perform
vt. vi. 하다, 실행하다, 성취하다, 연주하다, 실행자, 연주자

auditorium
n. 청중석, 관중석, 강당, 공회당

documentary
a. 문서의, 기록물의, 증서에 의한

intermission
n. 중지, 중단(열 발작의)가헐(휴지)기 (미)수업시간 사이의 휴게시간(break)(연극등의)막간, 막간에연주되는 곡

premiere
n. 첫날, 초연, 주연 여배우

Titanic
a. 타이탄 신의(같은), (종종t~)거대한, 강력 무쌍한

blockbuster
n. 고성능대형폭탄

Banking
n. a. 제방 쌓기, 제방 공사, 횡경사, 근해 어업(뉴질랜드의), 은행업, 은행 업무, 은행업의

commercial
a. n.  상업상의, 통상의, 영리적인, 영리본위의, 공업용의, 업무용의, 광고방송의, (방송국이)민간의, 광고 방송, 시엠(CM=COMMERCIAL TRAVELLER)

merchant
n. 상인, 도매상인, 무역상인, 소매상인

financial
a. 재정상의

investment
n. 투자, 출자, 투하 자본, 투자금, 투자대상, 투자의 목적물, (군)포위, 봉쇄, 입힘, 피복(clothing), 서임, 수여(investiture)

mutual
a. 상호의, 공통의(mutual aid 상호 부조, mutual friend 공통의 친구, mutual insurance 상호 부험)

teller
n. 말하는 사람, 세는 사람, (은행의)금전 출납 계원, 투표 집계원

withdraw
vi. n.  움츠리다, 물러서다(나다), ~al

withdrawal
n.움추려듬;후퇴;철회

slip
vi. vt. 미끄러지다, 살짝(가만히)들어가다(나가다),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다, 깜빡 틀리다, 스르르 빠지다, 몰래 달아나다, (쪼르르)미끄러 뜨리다, 쑥 집어넣다, 쑥 걸쳐

cash
n. vt. 현금, 돈, (지폐.경화의 통화), (대금 지불때의)현찰, 수표, 즉시불, 맞돈, (인도.중국의)소액 화폐, 엽전, (어음 등을)현금으로 바꾸다

endorse
vt. 배서하다, 보증하다

Automatic
a. n.  자동식의, 기계적인, 무의식적인, 습관적인, 자동 기계(장치, 권총)

mortgage
n. 저당, 저당잡힘, 저당권

security
n. 안전, 안심, 확실, 보호, 보장, 증권, 차용증, 증권, 증서, 채권

rating
n.등위;과세액;평점

remit
vt.(죄를)용서하다

prime
최초의, 원시적인, 근본적인, 수위의, 주된, 최상의, 우수한, 소수의, 최초, 초기, 봄, 전성, 전성, 청춘, 최량의 상태(부분), 소수, 분, 프라임 부호(부, 피트, 수학의

principal
a. n.  주된, 가장 중요한, 원금의, 장, 우두머리, (국민학교, 중학교의)교장, 사장, 회장, 원금, 기본 재산, 주범, (채무자의)제 1(연대)책임자

vault
n. 둥근 지붕, 둥근 천장(모양의 것), 둥근 천장이 있는 장소(복도), 푸른 하늘(the vault of heaven), 지하(저장)실, (은행 등의)귀중품 보관실, 지하 납골

Master
vt. 지배하다, 정복하다, (정렬을) 억제하다, 숙달하다

Insurance
n. 보험, 보험 계약(증서), 보험금(액), (실패, 손실등에 대한)대비, 보호(agains)

Stock
n. vt. vi. 줄기, 그루터기, (접목의)대목 자루, (기계, 연장의)대, 자루, (총의)개머리, 조선대, 혈통, 가계, 가문, 증권, 가축, (자본)주식, 공채, 저장품,

insure
vt. vi. 보증하다, 보증이되다(guarantee), (위험등에서)지키다, 안전하게하다(ensure), 보험에 들다, (보험업자가).의 보험을 맡다, 보험에 가입하다, .을 방

policy
n. 정책, 방침, 수단, 심려

premium
보수, 상여금(bonus), 덧돈, 프리미엄, 보험료, 할증 가격, 수수료, (화폐 교환 때의)초과 가치(금화의 지폐에 대한 경우 따위)(at a. premium 프리미엄이 붙어,

beneficiary
n. 은혜를 받는 사람, 수익자, 수취인

coverage
n. 적용범위, 보상(범위), 정화준비(금), 보도(범위), 취재(범위), (광고의)도달 범위, (라디오.텔레비전의)방송(범위), 서비스(가청)구역

indemnity
n. 보장, 배상, 변상, (형벌의)면책, 사면, 보장이 되는것, 보상금, (전승국이 요구하는)배상금

bond
a. 사로잡힌, 노예의

corporate
a. ad, 법인(조직)의, 단체의, 집합적인, 공동의, 통합된, ~ly 법인으로서, 법인 자격으로

denomination
n. 명명, 명칭, 교파, 종류

stockbroker
n. 증권 중매인

industrial
a. n.  산업(상)의, 공업(상)의, 실업의, 공업용의, 산업(공업)이 고도로 발달한, 산업(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공업)노동자의, 산업근로자, 생산회사, 생산업자, 공

issuance
n. 배급, 급여, 발행, 발포

unlisted
a. 목록(명부, 전화 번호부)에 실리지 않은, 상장되지 않은

redemption
되삼, 도로찾아냄, 저당 잡힌 것을 도로 찾음, 속정을 내어(죄인을)석방시킴, 상환, 회수, 이행, 보상, (그리스도에 의한)구속, 구원(salvation ), (지위.자격을)돈으

maturity
n. 성숙, 완성, 만기, 화농, come to ~ 성숙하다

dividend
n. 배당금, 피제수

portfolio
종이 끼우개, 손가방, 장관의 직, (a. minister without portfollio 무임소 장관)

institutional
a. (공공)시설의, (공공)기관의, 공공단체의, 회의 제도상의, 제도적인, 성직 수임의, (사회사업교육활동을 위해)조직된, (판매증가보다는)이름을 알리기 위한

fluctuate
vi. vt. 변동하다, 파동하다, 오르내리다, 동요(변동) 시키다

quotation
n. 인용, 인용어, 시세, 싯가, 견적

rally
vt.vi.규합하다;고무하다;놀리다;업신여기다 n.대회

commission
위임, 위임장, 임명, (장교의)임관 사령, 장교의 지위(계급), (직권.임무의)위임, 위탁, (위임된)임무, 직권, 명령, 지령, 주문, 의뢰 사항, 위원회, (집합적)위원회의

speculation
사색, 추측, 투기,

turnover
n. a. 전복, 접은 것, (노동자의) 인사 이동, 배치전환, 투하 자본 회전(율), (일기의)총매상고, 접어 젖힌 (칼라 따위)

monopoly
n. 독점(권), 전매(권), 독점물, 전매품, 전매회사, 독점자

economic
a. 경제학상의, 경제상의, 경제적인

stability
n. 안정, 고정, 불변, 착실

regulate
vt.규정하다;규칙대로 하게하다;조절하다

industrialization
n. 산업(공업)화

sector
n. 부채꼴, 부채꼴의 전투지역

intervene
vi. 사이에 들어가다, 사이에 일어나다, 끼이다, 개재하다, (어떤일이)방해하다, 중재하다, (법)소송에 참가하다

incentive
a. n.  자극적인, 고무하는(능률향상등을)격려하는, 보상의(encouraging), 자극, 유인, 장려금, 보상물, (하고자하는)의욕, 열의

bailout
n. a. 탈출, 긴급 구조-탈출의

infrastructure
n. (단체등의)하부 조직(구조), (사회의)기본적 시설, NATO의 항구적 기지(군사시설)

indicator
n. 지시하는 사람(사물), 척도(계기의)시도(신호)표시기, 표지(영)(자동차의)방향지시기, (화)반응 지시약(리트머스 시약등), 압력지시기, 지침, (생능)지표종, (특정 지역의

expenditure
n. 지출, 출비, 경비

durable
a. 오래견디는, 튼튼한, 지속하는(durable goods 내구재)

commodity
n. 상품, 일용품, 필수품, 유용한 물건

deflation
n. 공기를 빼기, 통화 수축, 디플레이션

stagnation
n. 굄, 불경기, 침체

stagflation
n. 스태그플레이션(불황속의 물가고)

devaluation
n.

revaluation
n.재평가

repatriation
n.본국송환;귀환

consumption
n. 소비, 소비량(액), (체력등의)소모(waste), 소진, 폐병(=pulmonary ~)

surcharge
vt. 지나치게 싣다(채우다), 과충전하다, 과중한 부담을지우다, (우표에)가격(날짜)정정인을 찍다

rebate
n.할인 vt.할인하다

invisible
a. n.  눈에 안보이는, 얼굴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영계, 신

surplus
na, 여분(의), 잉여(금)

levy
n. 징세, 징집, 징집병원

tobacco
n. 담배

protectionism
n. 보호 무역론(무역주의)

Correspondence
n. 일치, 조화, 상응, 대응, 해당, 통신, 서신왕래, 왕복문서, 편지

relation
n.관계;친족관계;진술

classified
a. n.  분류한, (광고가)항목별의, (군사 정보.문서 등이)기밀 취급의, =CLASSIFIED AD(ADVERTISING)

exposition
n. 설명, 해설, 전람회, (아이의)유기

fair
n. 정기시, 축제일겸 장날, 자선시, 박람회, 견본시, 전시회, 품평회, 공진회

brand
n. vt. 상표, 상품명, 품질, 타는나무, 낙인, 인두, 검, 낙인을 찍다, 오명을 씌우다

circular
a. ad, n.  원의, 원형의, 고리 모양의, 순환성의, 빙빙 도는, 환상의, 순회의, 주유의, 회람의, 에두른, 우회적인, 간접적인, 회보, 회람장, (광고용의)삐라, ~ly

sophisticated
a. 세파에 닳고 닳은, 억지로 끄러댄, 섞음질한, (작품, 문체가)몹시 기교적인, 고도로 세련된

innovative
a. 혁신적인

code
n. vt. 법전, (어떤 계급.동업자 등의)규약, 관례, (사회의)규범, 신호법, 암호, 약호, 코스, 부호,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정보, 암호, 법전으로 성문화하다, (전문

memorandum
n. 각서, 메모, 비망록, 정관, 매매각서, (서명 없는)비공식 서한

postscript
n. 추신, 추백, 뉴스 방송후의 해설

enclose
vt. 에워싸다, 두르다, 넣다, 동봉하다

toll
n. 사용료, 통행세, 통행료, 교량 통행료, 항만세, 운임, 장거리전화료, 사상자

directory
n. 주소 성명록, 인명부, 지령서, 예배 규칙서

extension
n. 신장, 연장, 확장, 증축, 외연

cellular
세포의, 세포질(모양)의, 성기게 짠 (셔츠등), 다공질의, 통화존(zone)식의, 셀 방식의(육상 이동 통신의 새로운 방식)

press
vt. vi. n.  누르다, 눌러펴다, 압박하다, 꼭 껴안다, 서두르게 하다, 간원하다, 조르다, 누르다, 서두르다, 몰려들다, 무겁게 하다, 급박하다, 누름, 혼잡, 압착기,

release
vt.도와주다;해제하다;발표하다;포기하다 n.해방;석방

Affect
vt. 영향하다, 작용하다, 감동시키다, 침범하다, 좋아하다, 체 하다

illness
n. 병

healing
a. 치료의, 치유(법)

Secondhand
a. 두번째의, 간접의, 전해 들은, 중고의, 헌 물건을 파는

quit
pred. a. 자유로와, (의무, 부담 따위를) 면하여

quite
ad.아주, 전혀, 완전히, 실제로, 거의, 대단히

desert
vt. n.  버리다, 도망하다, 사막의, 당연한 응보

dessert
n. 디저트(dinner 끝에 나오는 과자, 과일 따위)

principle
n. 원리, 원칙, 법칙, 공리, 주의, 근본방침, 본원, 원소, 주성분, 정, 소, 원동력, 정도, 정의, 도의, 의리, 신, 하느님, (기계 등의)구조, 원리

wonder
vi. vt. 이상하게 생각하다, 놀라다, ..이 아닐까 생각하다

wander
vi. 걸어 돌아다니다, 헤매다(about), 길을 잘못 들다, 옆길로 벗어나다, 두서(종잡을 수)없이 되다, (열 따위로)헛소리하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다

dairy
n. 착유장, 낙농업, 낙농장, 우유점, 유제품 판매소

diary
n. 일기, 일기장

asleep
ad.잠들어, 영면하여, 활발치않아서, 마비되어, 팽이가서서

laid
a. ~ up 저장의, 집에 틀어박힌, 몸져 누워 있는

founded
a. 기초(근거)가 ..한

fallen
n. fall의 과거 분사, 떨어진, 쓰러진, 죽은, 파멸한, 타락한(fallen angel 천국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

wheat
n. 밀

Coffee
n. 커피, 커피 한 잔, 커피가 딸린 가벼운 식사, 식후의 커피, =COFFEE TREE, 커피 열매, 커피색, 짙은 갈색

continuous
a. n.  끊임없는, 연속적인, 간단없는, 그칠줄 모르는(비.소리들)(uninterrupted), 마디 없는, ~ness

continual
a. 계속적인, 자주 일어나는, 빈번한(cf.CONTINUOUS)

fetch
vt. vi. 가져오다, 불러오다, 오게하다, (탄식, 신음소리를)내다, 팔리다, (타격을)가하다, 물건을가져오다, 도달하다

considerable
중요한, 고려해야 할, 무시하지 못할, 적지 않은, 상당히 큰, 많은, 다수(다량)의, 다량, ~ness

damage
n. vt. vi. 손해, 손상, 손해 배상금, 해치다, 손상시키다, 쓰게 되다

considerate
이해성(동정심)이 있는, 마음씨 좋은, 신중한, 생각이 깊은, ~ly, ~ness

historic
a. 역사상 유명한, 역사에 남은

desirable
a. 바람직한, 갖고 싶은

desirous
a. 바라는, 원하는

examination
n. 시험, 검사, 조사, 심사, 심문, 심리

pardon
n. vt. 용서, 사면, 특사, 은사, 교황의 면죄, 면죄부, 용서하다, 눈감아 주다, 사면(특사)하다,

adopt
vt. 채택하다, 채용하다, 양자로 삼다

assemble
vt. vi. 모으다, 모이다, 집합하다, 짜맞추다, 조립하다, 컴퓨터 언어로 변역하다

idiom
n. 이디엄, 관용구, 숙어, (어떤 언어의 정해진)어법, (어떤 민족의)언어, 방언, (특수한)직업 용어, (화가, 음악가 등의)의 독특한 맛, 특색, 특징

Jack
n. vt. 사나이, 젊은이, 소년, 뱃사람, 선원, (트럼프)잭, 잭(밀어 올리는 기계), (국적을 나타내는)선수기, (당나귀나 토끼의) 수컷, 플럭(꽂는) 구멍, 제일 큰 마스

gardening
n. 뜰 가꾸기, 원예

painting
n. 그림그리기, 화법, 페인트 칠

applied
a. 응용된

maternal
a. 어머니의, 어머니다운(opp, paternal)

attend
vt. vi. 출석하다, 다니다, 모시다, 섬기다, 간호하다, 주의하여듣다, 수행하다

deal
n. 소나무 재목(판자), 전나무 재목

effectively
ad.유효하게, 실제상

consist
vi. (부분.요소로)되어(이루어져)있다, 양립(일치)하다, ..에 존재하다, 에 있다

Happiness
n. 행복, 행운, 유쾌, 교묘, (용어의)적절

contentment
n. 만족(함), 흡족해함

purpose
n. vt. 목적, 의도, 의지, 효과, 의의, 의미(on purpose 일부러, to good purpose 매우 효과적으로, 잘, to little purpose 거의 헛되이,

intentionally
ad.

useful
a. 유용한, 편리한, 도움이 되는

cross
(2선이)교차하다, (길.강을)건너가다, (..에서..으로)건너다, 도항하다, (두 사람이)스쳐지나가다, (두장의 편지 등이)엇갈리다, (동식물이)교배하다, 잡종이 되다, 교차한,

homely
a. 가정의, 가정적인, 검소한, 수수한, 꾸밈없는, 평범한, 얼굴이 못생긴

cottage
n. 시골집, 작은 집, (시골집 모양의)작은 별장, (교외의)작은 주택, (피서지 등의)작은 별장, 단층집, =COTTAGE PIANO

centre
n. a. v =CENTER

defense
n. 방위, 수비, 변명, 변호, 수비측, 종심방어, ..을 지키어, ..을 변호하여

defence
n. =DEFENSE

dialog
n. 문답, 대화

honour
n. honor과 동의어

cheque
n. 수표

Furnished
a. 가구 달린, 재고량이 ..한, 구색을 갖춘

apartment
n.아파트;방

elevator
n. 승강기, 곡물창고

lifter
n. 승강기 운전사

antenna
n. 안테나, 더듬이, 촉각

aerial
a. n.  공중의, 항공의, 기체의, 희박한, 공상적인, 공중에 치솟은, 공중에 생기는-안테나(공중 그네)곡예사

rubber
n.맛사지사;숫돌;지우개;탄성고무

faucet
n. 수도꼭지, 고동

carriage
n. 탈것, 차, 유모차, 객차, 운반대, (타이프라이터의)캐리지, 포가, 운반, 수송, 운임, 몸가짐, 태도, 통과

pram
n. 유모차

pack
n. 꾸러미, 다발, 묶음, 짐짝, 일당, 보따리, 포장된 짐, 운송용의, 포장용의, 싸다, 꾸리다, 포장하다, 짐을 지우다, 짐을 꾸리다, 꾸려지다(포장되다), 채워(담겨)지다

ruck
vt.vi.주름살투성이가 되(게 하)다 n.주름살;주름

bathrobe
n. 화장복, (목용용)

dressing
n. 마무리, 장식, 몸치장, 드레싱

gown
n. (여자의)긴 겉옷, 야회복, 잠옷, 화장복, 가운(법관, 성직자, 대학교수, 학생 등의 제복, 대학생)

welfare
n. 행복, 후생, 복지(사업)

dole
n. 시여물, 실업수당, 운명, 짤름거리다, 비탄

milking
n.착유;젖짜기;1회의 착유량

barn
n. 헛간, 광, 가축 우리 겸용의 헛간, 전차 차고

loose
vi. 헐거워지다, 총포를 쏘다

lawn
n. 론(한랭사 비슷한 얇은 아마포(무명), 영국국교의 bishop의 소매로 쓰임), bishop의 직(직위)

habit
vt. 입히다, ..에 살다

Camel
n. a. 낙타, 낙타색(담황갈색), 부함, 낙타색(담황갈색)의

photographic
a. 사진의, 사진 같은, 극히 사실적인

toothache
n. 치통,

murder
n. vt. 살인, 모살, 고살(like blue murder 나쁜짓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살해다하, 곡을 서투르게 불러서(연주하여)망치다

apology
n. 사죄, 사과, 해명, 변명(defence), 명색뿐인 것(a. mere~for a. library 단지 이름만의 도서실)

fault
n. 과실, 결점, 책임, 테니스 폴트(서브실패), 단층(at fault 잘못하여, 당황하여)

fortune
n. vi. vt. 운, 행운, 부, 재산, 운명(have fortume on one's side), 운수, 우연히 일어나다, (남에게) 재산을 주다

Carol
n. vi. 축가, 송가, 캐럴, 기뻐노래하다, (새가)지저귀다, 축가를 부르다, 캐럴을 부르며 돌아다니다

suddenly
ad.갑자기;별안간

lock
vi. 자물쇠가 채워지다(잠기다), 닫히다, 서로 맞붙다, 수문을 지나다, ~ in(out)가두다(내쫓다), ~ up 자물쇠로 잠그다

paid
v 유급의, 고용된, 지불필의, 현금으로 치른

medicine
n. 약, 내복약, 의술, 의학, 마술, 부적

everyday
a. 매일의, 일상의(everyday clothes 평상복)

twice
ad.두번, 2회, 2배로(만큼), think ~ 재고(숙고)하다

opportunity
n. 기회

seminar
n. (대학의)세미나, 연습, 연구실

stain
n. vt. vi. 얼룩을 묻히다, 더럽히다, (명예를)손상시키다, (유리 따위에)착색하다, 더러워지다, 얼룩지다, 얼룩, 흠, 오점, 착색(제)

shirt
n. 와이셔츠, 셔츠, keep one's ~ on 냉정하다, 성내지 않다

mess
n. 잡탕, 혼합식, (군대의)회식 동료, 혼란, 북새, 한끼분, 실책

forward
ad.a. vt. n.  앞으로, 앞에, 전방의, 급진적인, 진보적인, 촉진하다, 회송하다, 발송하다, 전방으로의, 전진하는, 자진해서 ..하는, 철 이른, 조숙한, 나아가게 하다

bacon
n. 이익, 벌이, 베이컨

waterfall
n. 폭포

invention
n. 발명, 발명품, 창안문, 날조, 조작한것, 꾸며낸 일, 허구, 발명(창안)의 재능, 발명력, (고)발견(discovery)(기독교)성십자가 발견의 축일

vacuum
vt.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다

cleaner
n. 깨끗하게 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청소 작업원, 세탁소 주인(직공), 청소부, 세탁소,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세제, 클리너

goes
n.미국의 정지 기상 위성

electricity
n. 전기, 전류, 극도의

seem
vi. , ..로 보이다, ..(인 것)같다, ..생각이 들다, 있을 것(, ..한 것)처럼 보이다, see의 과거분사

scandal
n. 추문, 의옥, 치욕(이 되는 물건, 일), (세상의) 반감, 중상

evidence
n. vt. 증거, 증언, 징후(give evidence of ..의 형적을 보이다, give evidenc 증언하다), 증명하다, 증언하다

accused
n. 피고인(들), 피의자

listening
n. 청음, 경청, 청취

oneself
pron, 스스로, 자기자신을, be ~ (심신이) 정상이다

blame
vt. n.  나무라다, 비난하다.. 의 탓으로 돌리다-비난, 책임, 허물

endure
vt. vi. 견디다, 참다, 겪다, 받다, 인내하다, 지탱하다

tolerate
vt. 참다, 견디다, 관대히 다루다, 묵인하다

cake
케이크, 양과자, 케이크 한개, 얇고 납작한 빵(pancake), 핫케이크, 귀리로 만든 단단한 비스킷(oatcake), (얇고 납작한) 단단한 덩어리, (고체물의) 한개, 뭉치다

yourselves
pron, YOURSELF의 복수

accomplish
a. 완성한, 숙달한, 소양(교양)이 있는

scene
n. (극의)장, 무대 배경이나 세트, 장면, 사건, 큰 소동, 추태, (한 구획의) 경치, 광경, 실황, 음으로, 은밀히, 언쟁하다, 참가하다, 나타나다

polisher
n.닦는 사람;윤내는 기구;광택제

shiner
n.빛나는 물건;번쩍 띄는 인물;시퍼렇게 멍든 눈;돈

flatterer
n. 아첨꾼, 알랑거리는 사람

shame
n. 부끄럼, 수치, 불명예, 치욕, 창피(지독)한 일, 부끄럽게 하다, 부끄러워 하게 하다, 모욕하다

ballpark
a. 대체로 정확한, 만족할 만한

rough
a.거친;조잡한 ad.거칠게 n.개략;거친것 v.거칠게하다

bark
vi. vt. n.  짖다, 소리지르다, 기침을 하다, 소리치며 손님을 끌다-소리 지르며 말하다-짖는 소리, 기침 소리, 포성, 총성

shoot
vt. vi. 발사하다, 내려가다, 촬영하다, 퍼붓다, 쑥내밀다(~ out one's tongue), (골에 공을)슈트하다, (급류를 )내려가다, 촬영하다, (대패로)곧게 밀다,

barking
n. (잘)짖는, 권총, 짖는 소리, 심한 기침, 호통(치는 소리)

guest
n. 손님, 빈객, 내방자, 숙박인 the ~ of honor 주빈, paying ~ 하숙인

Calm
a. vt. vi. n.  (바다.날씨 등)고요한, 잔잔한, 조용한, (마음.기분 등)평온한, 침착한, 뻔뻔스러운, 뱃심좋은, 가라앉히다, 가라앉다, (바다.기분.정정 등이)가라앉

excited
a. 흥분한, 여기한(excited atoms 여기 원자)

midnight
n. a. 자정(의), 한밤중(의)

flash
n. vi. vt. 섬광, (재치 등의)번득임, (번쩍이는)순가, 플래시, 허식, 방류수, 빛나다, 번득이다, 획 지나가다, 홱 나오다

Tony
a. 멋진, 멋을 낸, 우아한

suggestion
n. 암시, 생각남, 제안, 투, 기미(a. ~ of fatigue), (열정의)유발

drunk
a. 술취한, 주정뱅이

blind
a. vt. n.  장민의, 눈먼, 맹목적인, 어리석은, 이성을 잃은, 숨은, 문, 막다른-눈멀게 하다, 속이다-블라인드, 커튼, 발, 차일

fiddler
n. 바이올린켜는 사람

trick
vi. 요술부리다, 장난하다, ~ a. person into (out of) 속여서 ..시키다(..을 빼앗다)

wanna
x. =WANT to

smoothly
ad.반드러운, 수염 없는, 매끄러운, 유창한, 귀에 거슬리지 않는, (소리가)부드러운, 멋진, (바다가)잔잔한, (음료가)입에 당기는, 반드러워(평온해)지다, 반드럽게 함, 반드

weekdays
ad.평일(주일)에(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eats
n.음식물;먹을것

nail
손톱, 발톱, 못, (새, 닭의)며느리발톱, (소, 말등의)뒷발톱, (유의어nail 사람 동물의 손톱, 발톱을 통틀어 하는 말이다, fingernail 손톱, toenail 발톱,

fighting
n.싸움;전투;회전;다툼;논쟁;투쟁 a.싸우는;전투의

cancer
n. vt. a. 암, 암종, 악성종양, (사회의)병폐, 게자리, 거해궁, 게자리에 태어난 사람, 암처럼 침해하다, cancered()n. vt. a. 암에 걸린

conquer
정복하다, 공략하다, (명성 등을)획득하다, (격정을)억누르다, (습관을)타파하다, (곤란등을)극복하다, (여자를)손아귀에 넣다, 정복하다, 승리를얻다

snack
n. 가벼운 식사, 간식, 맛, 풍미, 몫, go ~s 반분하다

guilt
n. 죄, 비행

feeling
n. a. 촉감, 지각, 느낌, 감각, 동정, 흥분, 감수성, 느끼는, 감각이 있는, 다감한

sense
n. vt. n.  감각(기관), 관능, 느낌, 의식, 육감, 분별, 감수력, 제정신, 분별, 다수의 의견, 여론, 느껴 알다, 알다, 납득하다, (데이터, 테이프, 펀치 구멍을)

guilty
a. 죄가 있는, 죄를 범한, 죄에 해당하는 , 죄가 있는 듯한, 죄에 대한 가책(의식)을 느끼는

conscience
n. 양심, 도의심, 선악의 관념

injured
a. 상처입은, 부상한, 다친, 감정이 상한, (명예가)손상된

badly
ad.나쁘게, 서투르게, 심하게

suffering
n. 고통, 괴로움, 고생, 수난, 피해, 재해, 재난

awake
vt. vi. a. 깨우다, 일으키다, 자각시키다, 눈뜨다, 깨다, 깨닫다, 분기하다(to), 깨어서, 방심 않는, 잘 알아채서

pressed
a. (식품이 통조림용으로) 눌린, (꽃, 잎이) 눌린, (의복 등) 다린, 바쁜, (시간, 돈이) 모자라서

weekend
n. a. vi. 주말(토요일 오후 또는 금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주말의, 주말을 보내다

wink
n. 눈깜박임, 눈짓, forty ~s (식후의) 겉잠, not sleep a. ~, or not get a. ~ of sleep 한숨도 못자다

wallet
n. 지갑, (여행용)바랑

couple
(밀접한 관계에 있는)둘, 한쌍, 부부, 남녀 한쌍, 약혼한 남녀, (댄스의)남녀 한 쌍, 두개, 두 사람(동류의 물건.사람), 사냥개 두 마리를 이어 매는 가죽 끈, 두마리씩의

recovered
a. (병등에서)회복한

hopper
n. (껑충)뛰는 사람(벌레), 큰 깔대기 모양의 투입구, 캥거루, 홉을하는 사람

rolling
n.굴리기;구르기;눈을 희번덕거리기;(파도의)너울거림

boss
n. vi. vt. 두목, 보스, 감독, 감독하다, 우두머리가되다, 둥근 돌기, 사마귀

hesitating
a. 망설이는, 주저하는

hire
vt. n.  고용하다, (물건을)세내다, 세놓다, 고용되다, 임대료, 임차료, ~oneself out 고용되다, ~ out 대출하다, for ~ 임대의(료)

hanging
a. 교수형에 처할, 매달린, 급경사의, 임박한

tight
n. 몸에 꼭 끼는 속옷, 타이츠

headquarter
본

mine
pron.나의 것;나의 가족들 n.광산;풍부한 자원

laptop
n. (컴퓨터) 무릎에 얹어 놓을 크기의 퍼스널 컴퓨터

consequence
n. 결과, 귀결, 결말, 영향(력), 귀결, 결론, (영향의)중대성, 중요성, 사회적 중요성, 잘난체함, 자존

grudge
n. 원한, 유한, bear a. - against -에 대해 원한을 품다

stereotyped
a. 연판으로 인쇄한, 판에 박은

worn
a. 닳아빠진, 녹초가 된, 낡아 빠진

roll
vi.구르다;(차를)타고가다;말려졸아들다 n.회전;명부

blink
vi. vt. n.  깜박거리다, 반짝거리다, 힐끔보다, 무시하다-깜박거림, 섬광

copier
n. 모방자, 필생(copyist), 복사기, 복사하는 사람

chance
기회, 호기, 계기, 가망, 승산, 성산, 가능성, (가능성이 큰)가망, 형세, 우연, 운, 운수, 우연히 생긴 일, 위험, 모험, 부정수(양), 복권, 우연한, 우연히 일어나다,

Owing
a. 빚지고 있는, 지불해야 할, ~ to ..때문에

phenomenal
a. 현상의, 자연 현상의, 경이적인, 굉장한

marvelous
a. 불가사이한, 놀라운, 괴이쩍은, 훌륭한

unbelievable
a. 믿기 어려운, 믿을 수 없는

academic
a. 학문의, 대학의, 학구적인, 비현실적인, 인문과의, 일반 교양적인, 형식존중의, 진부한, (Academic)플라톤 학파의

achievement
n. 성취, 연령

photogenic
a. (풍경, 얼굴, 배우 등)촬영에 알맞은, 발광성의

overcharge
n. 엄청난 대금, 엄청난 값

thousand
n. a. 천(의), 무수(한), a. ~ to one 거의 절대적인, one in a. ~ 희귀한(뛰어난)것

seeing
prep. , ..이(하)므로, ..인 사실을 생각하면

handed
a. 손(잡이)이 있는

heritage
n. 세습, 상속, 재산, 유산, 전승, 유전, God's ~ 하느님의 선민

Sink
vi. vt. 가라앉다, 침몰하다, (해, 달 등이)지다, 내려앉다, 쇠약해지다, 몰락하다, 스며들다, 우묵(훌쭉)해지다, 쑥 빠지다, 처지다, (바람이)잔잔해지다, 가라앉히다,

wether
n. 불깐 숫양

stood
v stand의 과거

digest
vt. vi. n.  소화하다, 이해하다, 납득하다, 참다, 요약하다, 간추리다, 소화되다, 삭다, 요약

limit
vt. 한정(제한)하다

shuttle
n. vi. (베틀의) 북, 왕복 운동, 우주 왕복선

runaway
n.도망(자);달아난(말);눈맞아 달아남

terminal
n. 말단, 종착역, 단자, 학기말 시험, (컴퓨터) 단말장치

abroad
ad.

leaves
n. pl, LEAF의 복수, 블루진

expressway
n. 고속도로

passing
a. 통행하는, 목전의, 삽시간의, 대충의, 합격의

tollbooth
n.통행세징수소;교도소

interchange
서로 교환하다, 주고받다, 바꾸다, 서로바꾸어 놓다, 교대시키다, 번갈아 일어나게 하다, 교환, 교역, 교체(고속도로의)입체교차점, 철도의 바꿔타는 역:vt. n.

entrance
n. vt. 들어감, 입장, 등장, 입학, 입구, 취업(entrance exmination 입학 시험, entrance fee 입장료, 입학금, n.

platform
n. 단, 교단, 층계참, 플랫폼, 강령, 계획

serve
vt. 섬기다, 봉사하다, 시중하다, 접대하다, (음식을)차려내다, 제공하다, ..의 소용에 댑a. 충분하다

boil
vi. vt. 끓이다, 비등하다, 삶다, 데치다, 격분하다, 비등, 종기, 부스럼

menu
x. 식단, 메뉴

vegetarian
a. 채식(주의)의, 고기가 들지 않은

meal
n.식사;식사시간;한 끼(분)

seafood
n. 해산물, 어개

speciality
n. 특성, 특수한 점, 상세한 내용, 전문, 특제품, 특산품, 특별요리

cafeteria
n. 카페테리아(셀프서비스하는 간이 식당)

hostel
n. 호스텔, 여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숙박소

motel
n. 자동차 여행자 숙박소

condominium
n. 공동 주권, 공동 통치국(지), 분양 아파트(건물 전체 또는 그 한 호)

newly
ad.요즈음, 최근에, 새로이, 다시

duty
n. 의무, 본분, 책임, 직무, 임무, 일, 경의, 관세, 조세, 효율, 종무, 관세, ..의 대용이 되다

gateway
n. 출입구, (~에 이르는)길, 수단

traveler
n. 여행자, 나그네, 여행가, 순회 판매인, 외판원, 이동 기중기, ..하게 진행하는 것(말, 차 등)

cheeper
n. 새새끼(특히 메추라기, 뇌조 등의), 갓난아이

silverware
n. 은제품

grocery
n. 식료품점, 식료품류

discount
n. vt. 할인, 할인하다

regular
a.규칙적인;질서정연한;조직적인;정상의 n.정규병

receipt
n.수령;영수;수령액;영수증;(요리의)조리법

coupon
n. (공채 증서.채권 등의)이자표, 쿠폰(떼어서쓰는 표), (철도의)쿠폰식 승차권, 회수권의 한 장, (판매 광고에 첨부된)떼어 쓰는 신청권, (상품에 첨부된)우대(경품)권, 식

demand
n. 요구, 청구, 요구하다, 심문하다

supply
n. 공급, 보급, 공급물, 저장물자, 대리자

domestic
a. 가정내의, 가사의, 가정에충실한, 가정적인, 국내의, 국산의, 길들여진, 하인, 하녀

marketable
a. 팔릴, 판로가 좋은, 시장성이 있는

manufacturing
n. a. 제조(업)의, 제조(업에 종사) 하는

advertisement
n. 광고, 통고

trademark
n. (등록)상표

catalog
n.목록 v.목록에 올리다;목록을 만들다

marked
a. 기호가 붙은, 현저한, 눈에 띄는, 저명한

sold
v sell의 과거 분사

campaign
n. vi. 전쟝, 회전, 작전행동, 종군, 출정, (사회적)운동, 권유, 유세, 종군하다, 출정하다, 운동을 일으키다

priced
a. 값이 붙은, 비싼

fully
ad.충분히, (수사에서) 꼬박, 꼭

downtown
n. 도심지, 중심가, 상가의

valet
n. vt. vi. (남자의 치다꺼리를 하는)종자(로서 섬기다), (호텔의)보이

complimentary
a. ad, 칭찬하는(연설 등), 인사(듣기 좋은 말)잘하는, 무료의, 초대의, ~rily

dial
n. vt. vi. 다이얼, 문자반, 지침반, 다이얼을 도리다, 전화를 걸다

Citizen
n. ad, n.  (출생 또는 귀화로 시민권을 가진)공민, 국민, 인민, 시민, 도시인, (군인.경관 등에 대하여)민간인, 일반인, 주민, (자신보다)단조롭고 보수적인 그룹에 속

course
진행, 추이, 진로, 수로, (배.비행기의)코스, 침로, 항(공)로, 노정, 과정, 경과, 추세, (행동의)방침, 방향, 행동, 거동, (보통 고교 이상의 학습)과정, 일정한 교육

steady
a.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꾸준한, 간단없는, 한결같은, 침착한, 착실한, (침로, 바람 따위)변치 않는, 견고 하게 하다, 안정시키다(되다), 이미 정해진친구(애인)

hunter
n. 사냥꾼, 사냥개, 탐구자, 양딱지 회중 시계

response
n.응답;대답;감응;반응;응답문;응답가

Outdoor
a. 문밖의

Leisure
n. 여가, 안일, at ~ 한가하여, 천천히

hiking
n. 여행

camping
n. 캠프(천막)생활, 야영

climbing
a. n.  기어오르는, 등산용의, 상승하는, 기어 오름, 등산

nights
ad.밤에, 밤마다(cf.AFTERNOONS)

camp
(산, 바닷가의) 캠프장, 야영지(군대.보이스카우트.여행자의), 임시주둔지, 막사, 야영천막, 야영대, 출정군, 캠프(생활), 군대생활, 병역, 천막생활, 진영, 동지(주의.종교등

bonfire
n. 화롯불, 모닥불

trail
n. (발)자국, (사냥 짐승의)냄새 자국, 오솔길, 늘어진 것, (연기, 구름의) 으로 뻗침, 단서, off the ~ 냄새 자국을 잃고, 길을 잃고, on the ~ of ..

sleeping
n. a. 수면(중의)

flashlight
n. 회중전등, 플래시, 명멸광, 회전등, 섬광등

pole
n. 폴란드인

bobber
n. 낚시찌

biting
a. 찌르는듯한

hook
vt. vi. 갈고리, 훅, 걸쇠, 낚시, 코바늘, 갈고리 모양의 곶, (하천의)굴곡부

bait
n. vt. vi. 미끼, 미끼를 달다, 먹이를 먹다

supposed
a. 상상된, 가정의, 소문난

biking
n. =CYCLING

yachting
vi. 요트조종(놀이)

boating
n. a. 배젓기, 뱃놀이, 작은 배로 하는 운송업, (형용사적으로)보트 젓기(용)의, 뱃놀이의

skiing
n. 스키(를 타기), 스키술

hang
n. 걸림새, 늘어진 모양, 사용법, 방식, 요령, 취지, 조금도

gliding
a. n.  미끄러지는, 활공하는, 활주하는, 활공, 활주

surfing
n. 파도타기, 미국에서 생긴 재즈의 하나

orienteering
n. 목적지를 찾아가는 경기

skydiving
n. 스카이 다이빙

scuba
n. (<self-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잠수 호흡기, 스쿠바

diving
a. 잠수의, 잠수업, 다이빙

Indoor
a. 옥내의, 실내의

squash
n. 호박류

court
안마당, 안뜰(courtyard), (Cambridge대학의)네모진 마당(quadrangl e), (박람회 등의)진열장의 구획, 대저택, (주위에 건물이 있는 뒷거리의)좁은길, 막

aerobic
a. n.  (세균등이)호균성의, 호기성 (세)균류

bowling
n. 볼링

martial
a. 전쟁의, 무용의, 호전적인, (Martial 군신)

snooker
n. vt. 스누커(흰공(수구)하나로 21개의 포켓에 떨어뜨리는 당구), 방해하다, 사기치다

tradition
n. 전설, 구전, 구비, 전승

gymnastics
n. 체조, 훈련

rhythmic
adj.율동적인;억양이 있는;장단이 잘맞는

crawl
(가만가만)기어가다, 기다, 포복하다, (기차.교통 등이)서행하다, 느릿느릿 달리다(걷다), (시간이)천천히 지나다, 살금살금 걸어다니다, (남에게 잘보이려고)굽실거리다, 아첨하다

breaststroke
n. 평영, 개구리 헤엄

butterfly
n. 나비, 멋쟁이, 바람둥이

backstroke
n. 되치기, 역타, 배영

freestyle
n. 자유형. freestyler n..

volleyball
n. 배구, 그 공

handball
n. (벽에 던져 튀는 공을 상대가 받게 하는 공놀이)핸드볼

archery
n. 궁술, 사수대

rowing
n.로잉(shell에 의한 보트 레이스)

cycling
n. 사이클링, 자전거 타기, 순환 운동

pentathlon
n. 5종 경기

wrestling
n. 레슬링, 씨름

Association
n. 연합, 합동, 결합, 조합, 연상, 관념연합, 교제, 친밀

League
n. 리그(거리의 단위)

medalist
n. 메달수상자

warming
n. 따뜻하게 함, 따뜻해짐, 가온, 채찍질, 구타

athlete
n. 운동가, 경기자

semi
n. 이동식 연립주택의 한채, 반 얼마간의 뜻:n.

gymnasium
n. 체육관, 체조장, (독일의)고등학교

club
곤봉, 클럽, 타구봉, 공봉형의 구조(기관), 클럽실, 클럽회관, 클럽의 빡, 곤봉으로 때리다(혼내주다), (총 등을)곤봉 대신으로 쓰다, (돈.생각 등을)협력하여 모으다, (지출

meter
x. 계량기, 미터(약3자 3치), 운율, 박자

Colonization
n. 식민지화, 식민지건설, (선거를 위한)일시적 이주, (동식물의)colony형성

Revolution
n.혁명;회전;주기;순환

Stamp
n. vt. vi. 발을 구름, 쇄석기(의 해머), 타인기, 도장, 소인, 스탬프, 표, 상표, 특징, 우표, 종류, 형, 수입 인지, 짓밟다, 깊이 인상짓다, 분쇄하다, (형을)

taxation
n. 과세, 징세, 세제, 전조세, 세수, 소송 비용 사정,

representation
n.표현;묘사;초상;화상;조상;구상

Revolutionary
a.혁명의;혁명적인;회전의 n.혁명가;혁명론자

Concord
n. (의견.이해 등의)일치, (사물.인간 사이의)조화, 화합, (국제민족간의)협정, 협약, 우호협정, 협화음, 화현, (성.수.인칭등의)일치, 호응

Independence
n. 독립, 자주, 자립, 독립심, (고)독립해서 지낼 만한 수입

Treaty
n. 조약, 맹약, 계약, 교섭

Paris
n. 파리, 프랑스의 수도

Constitution
n. 구성, 구조, 조직(composition), 골자, 본질, 체질, 체격, 소질, 성질, 성격, 헌법, 정체, 국체, 율령, 제정, 설립, 설치

United
a. 결합(연합)한, 일치(결속)된

Secession
n. 탈퇴, 분리, (남북 전쟁의 원인이 됨)남부 11주의 분리

Civil
a. 시민(공민)으로서의, 공민적인, 시민 사회의, 집단 활동을 하는, (외정에 대하여)내정의, 민정의, 국내(국가)의, (군인.공무원에 대하여)일반 시민의, (성직자에 대하여)속

Mississippi
n. 미국 남부의 주,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긴 강

Confederate
a. n.  동맹한, 연합한, 공모한, 남부 동맹의, 동류, 공모자, 동맹국, 연합국, 남부 동맹지지자, 남부파 사람, 동맹(공모)시키다, 동맹(공모)하다

Rush
vi.돌진하다;쇄도하다;돌격하다;무턱대고 옮기다

Philippine
a.필리핀의;필리핀 사람의

Empire
n. 제국, 절대 지배권

Imperialism
n. 제국주의, 제정, 영토확장주의, 대영 제국주의, 개발도상국 지배(정책)

Prohibition
n. 금지, 금령, 주류 제조 판매 금지령, 그 주의자. prohibitionary a.

Missile
n. a. 날아 가는 무기(팔매돌, 화살, 탄환 따위)(로서 쓰이는), 미사일(의)

Crisis
n. 위기, 결정적 단계, 중대 국면, (운명의)분기점, (병의)고비, 위험한 고비, 분리

geography
n. 지리학, 지리, 지세, 지지, 지리학 책

Sahara
n. 사하라 사막, 황야, 불모의 땅

wilderness
n. 황야,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끝없이 넓음

oasis
n. 오아시스, 위안의 장소

meadow
n. 목초지, 강변의 낮은 풀밭

volcano
n. 화산, active (dormant, extinct) ~ 활(휴, 사)화산

cliff
n. (특히 해안의)낭떠러지, 벼랑, 절벽

brook
n. vt. 시내, 실개천, 견디다, 참다

stream
n. vi. vt. 시내, 흐름, 물결, 경향, 풍조, 정보의 흐름, 흐르다, 끊임없이 잇따르다, 펄럭이다, 나부끼다, 펄럭이게 하다, 흘리다, 유출시키다, (학생을)능력별로 편성

peak
n. 봉우리, 산꼭대기, 첨단, 최고점, 챙, 뾰족한

pool
n. 웅덩이, 작은 못, 괸 곳, 유층, 천연가스층

pond
n. 연못

reservoir
n.저수지;저장소;저장;축적

climate
n.기후;풍토;환경;지방;지대

breeze
n. 산들바람, 소문, 법석, 소동, 싸움, 산들바람이 불다, 나아가다

blow
vi. vt. n.  불다, 바람에 날리다, 휘몰아치다, 한번 불기, 취주, 개화, 타격, 강타

blast
n. vi. vt. 돌풍, 한 바탕 부는 바람, 소리, 울려퍼짐-폭파하다, 시들게 하다

drizzle
n. 이슬비

shower
n. 소나기, 많음, 선물, (눈물이)쏟아짐, (탄알 따위가)빗발 치듯함, 많음, (결혼식 전의 신부에의)선물(증정회), 소나기로 적시다, 뿌리다, 소나기가 쏟아지다, 빗발치듯 내

rainfall
n.강우;강우량

rainy
a.비오는;우천의;비가 많이 오는

frost
n. vi. vt. 서리, 빙결, 결상, 빙점이하의온도, 냉담, 서리로덮다, 서리피해를 주다, 서리가 내리다, (식품을) 급속 냉동하다

thunder
n. 우레, 천둥(같은 소리), 요란한 울림, 위협, 호통, 비난, steal a. person's ~ 아무의 생각(방법)을 도용하다, 장기를 가로채다

vapor
vi. 증기를 내다, 증발하다, 뽑내다, 허세부리다

lightning
n. 번개

humidity
n. 습기, 습도

dryness
n. 건조(한 상태), 무미건조, 냉담, 정열이 없음, 금주

sultry
a. 무더운(close and hot), 숨막히게 더운

chilly
a. ad, 냉랭한, 으스스한(날.날씨등), (사람이)하기가 나는, 추위를 타는, 냉담한, (이야기등)오싹한, 냉랭하게, chillily

oxygen
n. 산소

hydrogen
n. 수소 (기호 H)

nitrogen
n. 질소(기체원소, 기호n. 번호7)

alkali
n. 알칼리

liquid
a. 액체(유동체)의, (작은 새 소리, 하늘 빛 등이) 맑은, 유창한, 유음의, (공채 등) 돈으로 바꿀 수 있는

fluid
n. a. 유동체, 유체, 유동성의, 변하기 쉬운, 아름답고 부드러운. fluidly ad. fluidness n..

fume
n. vi. vt. 연기, 향기, 훗훗한기, 연기나다, 그을리다, 연기, 김 등을 뿜다, 그을리게 하다, 향을 피우다

beam
n. vi. vt. 대들보, 도리, 가로들보, 선폭, (천칭의)대, (쟁기의)성에, 광선, 방향지시전파-발하다, 빛나다, 번쩍이다, 미소짓다

concept
n. 개념, 생각, 구상, 발상

species
n. 종, 종류, 빵과 포도주

organism
n. 유기체, (미)생물, 유기적 조직체

biology
n. 생물학

insect
n. a. 곤충(일반적으로), 벌레, 벌레같은 놈, 소인, 곤충(용의)인색한, 비열한

botany
n. 식물학

genetics
n. (단수 취급)유전학, 유전적 특징

reproduction
n.재생;재현;재생산;복제;모조;생식작용

mammal
n. 포유동물

wildfowl
n.야생조;들새

reptile
n.파행동물;파충류;비열한인간 a.기어다니는;파충류의

mollusk
n. 연체 동물

muscle
n. vi. 근육, 완력, 영향력, 힘, 압력(not move a. muscle 까닥도 않다), 완력을 위두르다

flesh
n. 살, 살집, 식육, 고기, 과육, 살색, 육체, 육욕, 인류, 생물, 친척(flesh and blood 피가 통하는 육체, 인간성)

bone
n. vt. vi. 뼈, 뼈로만든것, 해골, 골격, 몸-뼈를발라내다, 골분 비료를 주다-공부만 들이 파다

skeleton
n. 골격, 해골, 여윈 사람(동물), 뼈대, 골자, 해골의, 여윈, family ~, or ~ in the cupboard (남에게 숨기고 싶은)집안의 비밀, ~ at thefe

breast
n. vt. 가슴, 흉부, 유방, 가슴에받다, 무릅쓰다

belly
n. vi. vt. 배, 복부, 위, 식욕, 태내, 자궁-부풀게하다

backbone
n. 등뼈, 기골

fist
n. vt. 주먹, 주먹으로 치다, 손, 필적, 손가락표

wrist
n. 손목, 손목 관절

elbow
n. vt. vi. 팔꿈치, L자모양의 굴곡, 기역자 관, 의복이 팔꿈치가 뚫어져, 가난하여, 몰두하여, 분주하여, 팔꿈치로 찌르다

kneel
vi. 무릎꿇다

heel
n. vi. vt. (배의) 경사, 기울어지다, 기울이다

ankle
n. 발목

current
지금의, 현재의, 현행의, 통용하는, 유통(유포)되고 있는, 유행하는, 흘림 글씨의, 초서체의, 유창한, 흐름, 유동, 조류, 기류, 해류, 경향, 때의 흐름, 풍조, 전류, 전류

electron
n. 전자

outage
n. 정전, 기계의 운전정지

circuit
순회, 순회여행, 빙둘러서 감, 우회, 우회로(코스), (원형모양의)주위, 범위, 둘러싸인 지역, 다이아몬드, (목사.세일즈맨.순회 재판 판사등의)정기적 순회, 순회 재판구, 순회

breaker
n. 깨뜨리는사람, 깨뜨리는 기계, 부서지는 파도

heating
adj.가열하는;따뜻하게 하는 n.가열;건물의 난방 장치

duct
n. 관, 도관

battery
n. 구타, 포열, 한 벌의 기구, 전지

bulb
n. a. 구근, 전구, 동글동글한

generator
n. (가스 등의)발생기, 발전기

printer
n. 인쇄인, 인쇄업자, 인쇄공, 인서기, 밀착 인화기

keyboard
n. (피아노, 타이프라이터 따위의) 건반

graphics
n. 제도법, 도학;도식(그래프)산법;그래픽스(컴퓨터의 출력을 브라운관에 표시하여 다시 그것을 light pen등으로 조작하는기술)=GRAPHIC ARTS

aircraft
n.항공기

airship
n. 비행선

propeller
n. 프로펠러, 추진기, 추진자

liner
n. 정기항로선, 정기항공기, 안을대는, 깔쇠, 덧쇠

biplane
n. 복엽, 비행기

tower
vi. 높이 솟아 오르다, 우뚝 솟다

rocket
n.로킷(엔진무기);화전;봉화

artificial
a. 인공의, 부자연스러운

satellite
n. 위성, 종자, 위성국, 인공위성

suit
vi. 형편이 좋다, 적합하다, ~oneself 제 멋대로 하다

spacecraft
n. = SPACESHIP

tanker
n. 탱커, 유조선, 급유(비행)기, 전차 대원

sailboat
n. 요트, 범선

steamboat
n. (주로 하천, 연안용 등의)기선

icebreaker
n. 쇄빙선, 쇄빙기, 서먹서먹함을 푸는 것, 교제에 능한 사람, 사귐성있는 사람, 택시의 기본요금

freighter
n. 화물선

ferryboat
n. 나룻배, 연락선

pleasure
즐거움, 쾌락, 의지, 오락, 욕구, 기호(at  pleasure  마음대로,  take a.

pier
n. 부두, 선창, 방파제, 교각, 창문사이의 벽

lighthouse
n. 등대

breakwater
n. 방파제

microscope
n. 현미경의, 극히 미세한

enable
vt. ..할수있게하다

object
vi. 반대 이유로 들다, 반대하다, ~less a. 목적 없는, objector n.  반대자

pure
a. n.  순수한, 더러움	없는, 순혈의, 깨끗한, 오점 없는, 순전한, 단순한, 순이론적인(pure and simple 순전한(바보), 순수한 것

practical
a. 실지의, 실용적인, 실지 경험이 있는, 실질상의

theoretical
n. pl, (특정 예술, 과학의)이론

physical
a. 물질의, 물질적인, 자연의(법칙에 의한)물리학상의, 육체의

invent
n. 발명하다, 창안하다, (유의어 invent새로운 것이나 도움이 되는 것(생각)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다, discover이미 존재해 있었지만, 그때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discover
n. 발견자

improvement
n. 개량, 개선, 진보, 향상, (동일물의)개량(개선)된 것, 개량(개선)(점), 개수공사(기회등의)이용 활용

individual
a. n.  (집단의 일원으로서의)개인의, (철)개체, (사물의)한단위, (생)개체, 개개의, 개별의 일개의, 단일의, 개인의, 개인적인, 개인용의, 독특한, 특유의 개성을 발휘한

individualism
n. 개인주의, 이기주의, 개성, 독자성

society
n. 사회, 세상, 세인, 공동체, 사교, 사교계, 상류사회(의 사람들), (특정한)사회, 공동체, 협회, 조합

nuclear
a. n.  (생)세포핵의, 핵을 형성하는, 원자핵력의, 원자무기의, 핵무기의, 핵보유의, 핵심의, 주요한, 핵무기, 핵보유국

sociable
a. 사교적인, 사교를 좋아하는, 사귀기 쉬운, 붙임성 있는, 친목회, (마주 보는 좌석이 있는)4륜 마차

primitive
태고의, 초기의, 원시의, 원시적인, 소박한, 문예 부흥기 이전의 화가, 그 작품, 원시인, 소박한 화풍의 화가, 원어. primitively ad. primitiverness n

epidemic
n. a. 유행병, (질병, 사상의)유행, 유행성의

concerned
a. 걱정스러운, 염려하는, 근심하는, 관계하고 있는, 관심을 가진, 사회(정치)문제에 관심이 있는

religion
n.종교;신앙(심)

religious
a.종교(상)의;종교적인;신앙심이 깊은;양심적인

temple
n. 관자놀이

cathedral
n. a. 대성당, 주교좌성당, 큰 예배당, bishop의 자리를 가진, 대성당이 있는, 대성당 소속의, 권위 있는

moral
a. 도덕(상)의, 윤리적인, 교훈적인, 도덕적인 풍행 방정한, 정신적인, 개연적인, 우화, 산건 등의 교훈, 수신, 도덕, 윤리학, 예절, 몸가짐(Point a. moral 보기

superstition
n. 미신, 사교

morality
x. 도덕(성), 윤리학, 도덕률, 도의, 덕행, 교훈

ethics
n. 윤리학, 도덕

compulsory
a. n.  강제적인, 의무적인, 필수의, ~riness

politics
n. 정치학, 정략, 정견, 경영

intelligence
n. 지성, 지능, 이해력, 사고력, 총명, 지혜, 지성적 존재, 정보, 보도, 첩보기관

development
n. 발달, 발전, 전개

destroy
vt. 파괴하다, 멸하다, 죽이다, 폐하다

conflict
투쟁, 전투, (주의상의)다툼, 쟁의, 알력, (사상.이해등의)충돌, 상충, 대립, 모순, 충돌하다, 서로 용납되지 않다, 모순되다, 다투다, 싸우다

political
a. 정치의, 국가의, 정당의, 당략의, 행정의

inequality
n. 같지 않음, 고르지 못함, 부동, 두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불공평, (표면이)거침, 고저, 기복, 부적당, 균차, 부등식

racial
a.인종(상)의;종족의

discrimination
n. 구별, 차별, 식별

caste
n. 카스트, 사성(의 하나)(인도의 세습 계급, 승려.무사.평민.노예의 4계급이 있음), 카스트제도, 배타적(특권)계급, 폐쇄적 사회제도, 사회적지위

injustice
n. 불법, 부정, 불공평, 부정(불법)행위, 권리침해

corruption
n. 타락, 퇴폐, 폐풍, 매수, 독직, (언어의)순수성 상실, 전와, (원문의)개악, 변조, 부패

corrupt
타락한, 퇴폐한, 부도덕한, 사악한, 부정한, 뇌물이 통하는, 오직의, (언어가)순수성을 잃은, 전와된, (텍스트 등이)틀린 곳이 많은, 믿을 수 없는, 오염된, (사람.품성등을)

bribe
n. vi. vt. 뇌물, 뇌물로 매수하다, 증회하다

cleanhanded
a. 결백한

population
n. 인구, 주민, 모집단

explosion
n. 폭발, 파열, 급증

congestion
n. 밀집, (인구의)과잉, (화물등의)정체, (거리.교통의)혼잡, 충혈, 울혈

housing
n. 주택공급 (계획) , 집, 주택, 피난소, 가구, 마의, 말의 장식

shortage
n. 부족

residential
a.주택의;주택에 알맞은

district
n. 구역, 지구, 지방, county를 나눈 구, 미국 콜럼비아 특별 행정구 미국 수도의 소재지)

primary
a. n.  최초의, 원시적인, 수위의, 주요한, 본래의, 근본의, 초보의, 제 1기의, 1차의-제 1위의 사물, 원색, 일차어(명사 상당 어구), 대통령 후보 예비 선거

justice
n. 정의, 공정, 공평, 정당, 타당, 적법(성), 법의 시행, 재판, 당연한 응보, 재판관, bring a. person to ~ 아무를 법대로 처벌하다, court of ~

conservation
n. a. (하천.삼림의)보호, 관리, 보존, 유지, 자연 보호 지역, ~al, ~ist 자원 보호론자

fashionable
a. 유행의, 상류 사회의

suburb
n. (도시의) 변두리 지역, 교외, (pl, )주변

generation
n. 출생, 생식, 산출, 발생, 자손, 일족, 일대, 시대, 세대, 동시대의 사람들, ALTERMATION , ~ after ~ 대대로 계속해서, rising ~ 청년(층), 젊

lifestyle
n. (개인에게 맞는)생활방식

consider
숙고하다, 고찰하다, ..할 것을 생각하다, ..을 ..이라고 생각하다, ..을 ..으로 보다, 간주하다, 여기다, 고려하다, 고려에 넣다, 참작하다, (사람을)중히 여기다, 존경

ambassador
n. 대사, 사절

embassy
n. 대사관, 사절단, 대사의 임무

consul
n. 영사, 집정관, 집정(1799-1804의 최고 행정기관)

consulate
n. 영사관, =CONSULSHIP, 집정정부시대(1799-1804)

diplomat
n. 외교관

diplomatic
a. 외교상의, 외교에 능한, 고문 서학의

politician
n. 정치가, 정객, 행정관

statesman
n. 정치가

minister
n. 성직자, 장관, 대신, 각료, 공사, 대리인, 하인

candidate
n. 후보자, 지원자

voter
n. 투표자, 선거인, 유권자

opposition
n. 반대, 저항, 대항, 방해, 대조, in ~ to ..에 반대하여

ruling
a.지배(통치)하는

majority
n. 대다수, 과반수, 다수파, (득표) 차, 성년, 소령의 지위, attain one's ~ 성년이 되다, (win) by a. ~ of ..의 차로(이기다), join the

boom
n. 돛의 아래 활대, (항구의)방재, 기중의 가로대

finance
n. vt. vi. 재정, 재원, 자금을 공급하다, 융자하다, 재정을 처리하다

bankruptcy
n. 파산, 파탄

criminal
n. a. n.  범인, 범죄자, 범죄성의, 형사상의, 범죄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괘씸한, 한심스러운, ~ist 형법학자, 범죄학자

testimony
n. 증거, 증명, 증언, 신앙 성명, 항의(against), 신의 가르침, 성서, 십계

eyewitness
n. 목격자

innocent
a. 때묻지 않은, 흠없는, 순결한, 죄없는, 결백한, 순진한, 천진난만한, 악의 없는, 사람좋은(머리가)단순한, 무해의, .이없는, 결백한 사람, 천진난만한 아이, 호인, 바보

jail
n. vt. 교도소, 구치소, 투옥하다

trial
n. 시도, 시험, 시련, 곤란, 재난, 귀찮은 사람(것), 재판, 심리, bring to (put on) ~ 공판에 부치다, make ~ of ..을 시험해 보다, on ~ 시험

lawsuit
n. (민사)소송(사건)

suspect
npred. a. 용의자, 의심스러운

lawyer
n. 법률가, 변호사

attorney
n. 대리인, 변호사

judge
n. vt. 재판관, 판사, 심판(감정)자, 사사(왕의 통치 전 이스라엘의 지배자), 사사기, 판단(감정)하다, 판결을 내리다, 재판하다, 비판(비난)하다

prosecutor
n. 수행자, 기소자, 검찰관, 검사

jury
a. 임시(변통)의

Frank
n. =FRANKFURT(ER)

prison
n. vt. 형무소, 감옥, 금고, 구치소, 투옥(감금)하다

armed
a. 무장한(an!robber 무장 강도)

Navy
n. 해군, (한나라의)전 군함, (집합적)해군 군인, (시 고)함대, 상(선대), 짙은 남색

tactics
n. 전술, 용병학, 책략, 술책

arms
n.팔;앞다리;힘;권력;무기;전투 vt.무장시키다

battlefield
n. 싸움터, 전장

platoon
n. 소대(company와 squad의 중간)

battalion
n. 포병대대, 대부대, 육군, 대군

regiment
n.연대;다수 vt.연대로 편성하다;조직화하다

sergeant
n. 하사관, 중사, 상사, 경사, 수위

unclear
adj.불분명한;명백하지 않은;막연한

import
vt. vi. 수입하다, (의견, 감정, 습관등을)가지고 들어오다, 끌어들이다, 의미하다, (의)뜻을 내포하다, 뜻하다, (고).에 중요하다, 중대한 관계가 있다, 중요하다, 중대

factor
n. 요소, 요인, 원인, 인수, 인자, 계수, 율, 대리상, 도매상, 중매인

literature
n. 문학, 문헌, 문예, 지술, 인쇄물

poem
n. 시, 시적인 문장, 아름다운 물건

prose
n. a. vi. vt. 산문, 평범한  이야기, 산문의, 공상력이  부족한, 평범하게	쓰다(이야기  하다), 산문체로 쓰다, 평범하게 말하다

verse
n. 시(poem), 시가(poetry), 시의 한 행, 시형, (시의) 귀절, (성서의)절, give chapter and ~ for (인용구 따위의)출처를 명백히 하다

fiction
n. 소설, 꾸민 이야기, 꾸며낸 것, 허구, 상상, 의제, 가설

essay
n. vt. vi. 수필, 소론, 시론, 평론, 시도, 시도하다, 시험하다

miscellany
x. 잡록, 논문집, 잡동사니

drama
n. 극, 희곡, 각본, 극적사건

actor
n. 배위, 행위자

audience
n. 청중, 과객, 청취자, 독자, 알현, 들음

criticism
n. 비평, 비판, 평론, 평론(비판)문, 비판주의, (칸트의)비판 철학, 비난, 흠잡기, 성서 비평

critic
n. 비판하는 사람, (문예.미술 등의)비평가, 평론가, (고문서등의)감정가, 혹평가, 흠잡기를 일삼는 사람

drawing
n. 그림, 선화, 데상, 제도, 발행, 달여내기

sculpture
n. 조각, 조각품

architecture
n. 건축술, 건조물, 건축양식, 건축구성

bronze
n. a. vt. vi. 청동, 청동의, 청동색의, 청동색으로 만들다, 갈색으로 만들다

statue
n. 상, 조상

photography
n. 사진술, 촬영술

classical
a. (고대 그리스.라틴의)고전 문학의, 고전의, 인문적인, 일반 교양적인, 고전주의의, 의고적인, 고전 취미적인, (음악이 클래식의, (학문이)고전파의, 전형적인, 모범적인, ~

opera
n. 가극, 오페라, 가극의 상연, 가극장

musical
a. 음악의, 음악적인,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이 따르는, 희가극, 뮤지컬

instrument
(정밀)기계, 기구, 도구(유의어 instrument 복잡하고 정밀한 도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implement 어떤 목적이나 일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

ballet
n. 발레, 발레단(음악)

jazz
n. a. vi. vt. 재즈(댄스), 소동, 활기, 열광, 과장, 허튼소리, 재즈의, 재즈를 연주하다, 재즈를 연주하다, 재즈식으로 하다, 활발하게 하다, 법석 떨다

valuable
n. 귀중품

oust
vt. 내쫓다, ~er n.  추방, (불법 수단에 의한 재산) 탈취

probe
n. vt. 탐침, 소식자, 시험, (불법 행위에 대한 입법부의)조사, 공중 급유용 파이프, 자세히 살피다, 조사하다, 탐침으로(소식자로)찾다, 자세히 살피다, 조사하다. prob

Pacific
a. 평화스러운,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의, 온화한, 태평양(연안)의

Cooperation
n.협력;협동

Atomic
a. 원자의

crackdown
n. 갑자기 후려침, (위법 행위 등의)단속, 탄압

accordance
n. 일치, 조화

device
n. 계획, 고안, 장치, 도안, 의장, 기장, 계략, 혼자 힘으로 하게 내버려두다

outskirts
n. 변두리, 교외, 주변

exception
예외, 제외, 이의take exception to ..에 반대하다, with the exception of ..을 제외하고는),

bulk
n. vi. vt. 부피, 크기, 대부분, 더미(heap), 적하, 부풀다, 쌓아올리다

duplicate
이중의, 복제의, 한쌍의, 부의, 복사의, 등본, 부본, 사본, 물표 , 전당표, 이중으로 하다, 복사하다, 정부 두통으로 하다

custody
n. 보관, 관리, (사람의)보호, 후견, 구류, 감금

fora
n. FORUM의 복수

mentioned
a. (보통 복합어를 이루어) 언급한, 상기한

Renaissance
n.문예부흥;르네상스;(문예,종교 등의)부흥;부활

invitation
n. 초대(장), 초빙, 권유, 안내장, 유인, 매력, 유혹, 유언, 도전

backed
a. 등을 댄, 배서가 있는

cement
n. vt. vi. 시멘트, 양회, 접합제, 결합, 유대, (치아의)백악질, 시멘트로 바르다(굳게하다), 접합하다, (우정 등을)굳히다

onto
prep. ..의 위에

pour
vt. vi. n.  쏟다, 퍼붓다, 많이 베풀다, 도도히 말하다, 흘러 나오다, 억수같이 퍼붓다, 유출, 호우

shovel
n. 삽, 큰 숟갈, 삽으로 푸다(만들다)

surface
vt. 표면을 붙이다, 판판하게 하다, 포장하다

smooth
a. 반드러운, 수염없는, 매끄러운, 유창한, 귀에 거슬리지 않는, (소리가)부드러운, 멋진, (바다가)잔잔한, (음료가)입에 당기는, 반드러워(평온해)지다, 반드럽게 함, 반드러

digging
n. 채굴지, 채광, 금광

trench
vi. 참호를 만들다, 잠식(접근)하다

lights
n. pl, 가축의 허파(특히 개, 고양이 등의 먹이)

demolish
vt. 파괴하다, 먹어치우다

underway
a. 여행(진행, 항행)중인

step
n. vt. vi. 걸음, 한걸음, 일보(의 거리), 짧은 거리, 걸음걸이, (댄스의)스텝, 추는 법, 보정, 디딤판, 발소리, 발자국, 진일보, 수단, 조치, 계급, 승급, 조심

barrier
n. 울타리, 방벽, 관문, 장벽, 방해

fence
n. vt. vi. 펜싱, 검술, 울타리, 담, 변론의 교묘함, 장물 취득인, 울타리를 하다, 방어하다, 검술을 하다, 담을 뛰어넘다

piled
adj.보풀이 있는

pile
퇴적더미, 화장의 장작더미, 대량, 대건축물, 쌓은 재화, 재산, 전퇴, 전지, 원자로-쌓아 올리다, 축적하다, 산더미처럼 쌓다, 와글와글 밀어닥치다(pile arms 걸어 총하다

distance
n. vt. 거리, 간격, 사이, 먼데 사이를 두다, 앞 지르다, 능가하다

brick
n. 벽돌, 집짓기 나무, 서글서글한 사람, 호인, 벽돌로 둘러싸다, 벽돌을 깔다

measure
n. 측정, 측량, 크기, 치수, 기준, 한도, 표준, 척도, 운율, 박자, 춤, 수단, 법안, 지충, 일정한 액수(양 등), 계량의 측정법

wheelbarrow
n. 외바퀴 손수레

dock
n. 동물 꼬리의 심, 짧게 자르다

loaded
a. 짐실은, 탄알을 잰, 화약을잰, 납을 박은, 취한, 의미 심장한, 감정적이 된

stacked
a. (여성애)육체미 있는

stack
avt, n.  (건초, 밀짚 따위의)더미, 낟가리, 걸어총, 다량, 많음, 조립 굴뚝, (기차, 기선의)굴뚝, 서가, 낟가리를 쌥a. 걸어총하다, (착륙 대기 비행기를)고도차를두

Install
vt. 취임시키다, 자리에 앉히다, (난방장치등을)놓다, 장치(설비)하다

railing
n.난간;욕설;폭언 a.욕설하는;매도하는

electrician
n. 전기기술자

ladder
n. 사닥다리, (출세의) 연줄, kick down the ~ 출세의 발판이었던 친구를(직업을)차 버리다

hole
n. 구멍, 굴, 틈, 토굴 감옥(과 같은 장소), 결점, 궁지, 구멍, 구멍을 뚫다

rewire
vt.철사를 갈다;다시 전보를 치다

removal
n.이동;해임;제거;살해

installation
n. 취임, 임명, 임관, 임명(임관)식, 설치, 설비, 가설, (설비된)시설, 장치, 군사시설(기지)

leaky
a. 새는 구멍 있는, 새기 쉬운, 오줌을 지리는, 비밀을 지킬 수 없는(He si a. ~ vessel 그 친구에게 말하면 곧장 새어 버린다)

plumber
n. 연관공, 배관공

picking
n. 채집물, 좀도둑, 이삭, 남은 것, 훔친 물품

preparation
n. 준비, 예습, 조합제, 조제 식품(in preparation for ..의준비로)

Landscape
n. vt. vi. 풍경화, 조망, 정원을 꾸미다

plywood
n. 합판, 베니어 합판(veneer와는 다름)

lumber
vi. 쿵쿵걷다, 무겁게 움직이다

bedding
n. 침구, 깃, 토대, 기반, 성층

operating
a. 수술의, 경영(운영)상의, ~ expenses 운영비, 수술비, ~ room(table)수술실(대), ~ theater (계단식) 수술 교실

forklift
n. 포크리프트(짐을 들어올리는 크레인), 지게차

Operate
vt. 운전(조종)하다

debris
n. 파괴의 자취, 쓰레기

operation
n. 가동, 작용, 행동, 활동, 경영, 수술, 군사행동, come(go)into ~ 운전(활동)을 시작하다, 실시되다, in ~ 운전중에, put into ~ 실시하다, ~al

overtime
vt. ..에 시간을 너무 잡다

standstill
n. 정지, 휴지, 막힘

hardhat
a. 안전모를 쓸 필요가 있는, 초 보수(반동)주의의, 완고한

respiratory
adj.호흡(성)의;호흡을 위한

further
a. ad, vt. 더먼, 더멀리, 더욱, 나아가다, 조장, 게다가, 더먼, 그이상의, 뒤따른, 진행시키다, 조장하다

injury
n. 상해, 손해, 상해, 위해, 손해(감정, 평판등을)해침, 무례, 무욕, 명예훼손, (법)권리침해, 위법행위

required
a. (학과가)필수의(compulsory)

prefer
vt. , , 을 좋아하다(택하다)(prefer tea to coffee 커피보다 홍차를 좋아하다), 제출하다, 승진시키다, 우선권을 주다

aisle
n. 측량, 좌석.객차등의 통로, 복도

belongings
n.소유물;소지품;부속물

Delay
vt. 늦게하다, 지연시키다, 연기하다, 늦어지다, 지체하다, 지연, 유예

heading
n. 제목, 표제, 연재, 수평갱, 헤딩, (초목의)순치기, 비행(향해)방향

towards
prep. =TOWARD

pound
n. 파운드, 무게 단위, 영국의 화폐단위

ongoing
a. n.  전진(하는)

flood
n. vt. vi. 홍수, 만조, (물건의)범람, 쇄도, 대해, 호수, 강, 넘쳐 흐르다, 관개하다, 다량의 물을 쏟다, 밀어닥치다, 범람하다, 범람 시키다

temporarily
ad.일시적으로;임시로

Disrupt
vi. 찢어 발기다, 분열하다, 분열시키다

alternate
a. n.  vt. vi. 번갈아서의, 호생의, 교체, 대리(위원)교체원, 번갈아 하다 교체하다, 교류하다

Divert
vt. 돌리다, 전환하다, 기분을전환하다, 즐겁게하다, 전용하다, ..으로 기분을 푸다)

accommodate
vt. 적응시키다, 조절하다, 화해시키다, 공급하다, 빌려주다, 숙박시키다, 수용하다

flow
vi. vt. n.  머리칼이 늘어지다, (바람에)쓸리다, (조수가)밀다, 많이있다, 흐르게하다, 범람시키다, 흐름, 유출량, 밀물, 흐르다

posted
a. 지위가 있는, 밝은, 정통한

realize
vt.깨닫다;이해하다;실현하다;여실히 보여주다

violation
n. 위반, 위배, 방해, 침해, 침입

compartment
n. a. ,

distributing
a. 분배의, 배급의

reached
a. 뇌물을 먹은, 매수 당한, 부패(타락)한

altitude
n. 높이, 고도

Paycheck
n.봉급 지불 수표;봉급;임금;광고주

assistance
n. 조력, 원조, 참석자

armrest
n.팔걸이

captain
장, 우두머리(chief), 지휘관, 명장(육해군의), 지휘자, 지도자, 육군(공군)대위, 해군 대령, 선당, 함장, 정장, 기장, 주장(팀의), 캡틴, 반장, 단당, 대장(소방대

sailing
n. 범주, 항행(력), 항해술, 출범, plain(smooth)~ 평탄한 항해, (일의)순조로운 진행

except
vt. vt. prep. 제외하다, 반대하다, 기피하다, ~을 제외하고는, ~이외에는

turbulence
n. (바람, 물결 등의)휘몰아침, 거칡, (사회적)소란, 불온, 동란, (대기의)난류, 난기류, 교류

seated
a. (보통 복합어를 이루어)앉는 부분이 ~한, 걸상이 ~한, 엉덩이가~한, 뿌리가 ~한: a. deep ~ disease 고질

cabin
n. vi. vt. 오두막집(hut)(영국 철도)신호소, 선실, 캐빈(상선의 1.2등 객실, 군함의 함장실.사관실), (비행기.우주선의)캐빈(승무원실.객실 등), (이동 주택차(t

remind
vt.생각나게 하다;상기시키다

Retrieve
vt.되찾다;회복하다;보상하다;수선하다 n.만회;회복

Currently
ad.일반적으로, 널리(generally), 지금, 목하(now), 손쉽게, 거침없이, 수월하게

noon
n. a. vi. 정오, 한낮(midday), 한밤중, 야반, 전성기, 결정, 정오의, 정오에 하는, 점심을 먹다, 낮 휴식을 취하다(cf.NOONING)절정에 달하다

expect
vt. 기대하다, 예상하다, 예기하다, 당연한 일로 여기다, 바라다, ~라고 생각하다

gusty
a. 용감한, 기세 좋은

pressure
n. 압력, 압력도, 압박, 강제, 절박, 번망, 어려움, 궁핍(pressure for money 돈에 궁함), 곤경( pressure for money 돈에	궁함), 곤경(put

beginning
n. 시작, 개시, 처음, 발단

cloudy
a. 흐린, 구름이 많은, 구름의, 구름같은, 구름 무늬의, 흐림이 있는, 몽롱한, 흐릿한, 의미가 흐릿한, 애매한, (액체가)흐린, (마음이)언짢은, 기분이 좋지 못한

Overlook
vt. 내려다 보다, (멀리)바라보다, 빠뜨리고 보다

porter
n. 운반인, 짐꾼, 특등차의 사환

gradual
a. 점차(점진, 순차)적인, 서서히 하는

permanent
a. 영구한, 불변의, 영속하는

hearing
n. 청위, 청력, 가청거리

advise
vt. 충고하다, 조언하다, 알리다

wearing
a. 입을 수 있는, 착용하도록 만들어진, 지치게 하는;싫증나게 하는, 닳은

exposed
a. (위험 등에)드러난, 노출된, 비바람을 맞는, 노출한(필름)

extended
a. 뻗친,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확장된, 증대한, 평체인

Earplug
n. 귀마개

tested
a. 시험을 거친, 경험이 풍부한, 시험 (검사)필의

periodically
ad.정기(주기)적으로

Periodical
a. n.  정기 간행의, 정기 간행물, 주기성, 주율

terrible
ad.몹시

insomnia
n. 불면증

earache
n. 귀앓이

medication
n. 약물 치료(처리), 약물

blood
n. 피, 혈액, 혈통, 순종, 살육

donor
n. 기증자, 기부자

interested
a. 흥미를 가진, 이해 관계 있는, 이해 관계가 있는, 타산적인, 사심이 있는

donation
n. 기증품, 기부금

clinic
n. a. (병원.의과대학 부속의)진료소, 개인(전문)병원, 클리닉, (병원내의)과, 클리닉의 의사들, 상담소, (어떤 특정 목적으로 설립된)교정소, (의학의)임상강의(의 클래스)

sweater
n. 스웨터, 땀 흘리는 사람, 발한제, 싼 임금으로 혹사하는 고용주

Dislocate
vt. 관절을 삐다, 탈구시키다, 순서를 어지럽히다

method
n. 방법, 방식, (규칙바른)순서, 질서

surgery
n. 외과(수술), 수술실

appointment
n. 임명, 선정, 지정, 관직, 지위, 회합의약속

massage
n. 마사지(안마) 하다

therapy
n. 치료

Undergo
vt. 경험하다, 격다, 받다, 견디다, 당하다, 만나다

recovery
n.되찾음;복구;회복;완쾌

patient
a. 인내력이 강한, 근면한

Examine
vt. vi. 조사하다, 검사하다, 검정하다, 심사하다, 시험하다, 심문하다, 진찰하다, 조사하다

prescribed
a. 규정된, 미리 정해진

Prescribe
vt. vi. 명하다, 처방하다, (요법을)지시하다, 시효로써 무효로 하다, 명령하다, 처방을 쓰다, 시효에 의하여

injection
n. 주입, 관장, 관장약, 주사(액), (우주)(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을)궤도에 진입시킴, 인젝션, (기)(연료, 공기등의)분사

outpatient
n. 외 환자

prescription
n. 명령, 규정, 처방, 시효

pharmacy
n. 조제법, 약학, 약국, 약종상

allergic
a. 알레르기의

Tablet
n. (나무, 상아, 점토, 돌 등의)평판, 서판, 메모장, 편지지 첩, 타블렛(안전 통과표), 정제

Suffer
vt. 괴로워하다, 고생하다(from, for), 병에 걸리다(from), 손해를 입다

exam
n. (구)시험

checkup
n. 대조, (업무 능률.기계 상태 등의)총점검, 검사, 건강 진단

cleaning
n. 깨끗이 함, 청소, (의복 등의)손질, 세탁, =DRY CLEANING, (투자 등의)대손해, (특히 스포츠의)대패배, 완패

Cavity
n. 공동, 움푹한 곳, 강(신체의), 충치(의 구멍)

dental
a. 치과의, 이의, 치음, 치음자

hygienist
n. 위생학자, 위생사, 위생 기사

contracting
a. 수축성이 있는, 계약의, 약혼의

contract
계약(서), 약정, 청부, 살인 청부, 약혼, (카드)=CONTRACT BRIDGE, 계약하다, 청부(도급)맡다, (보통수동형)(약혼.친교를)맺다, (버릇이)들다, (감기에)걸리다

prevent
vt. 방해하다, 예방하다, 일어나지 않게 하다

spread
vt. vi. 펴다, 펼치다, 퍼뜨리다, 퍼지다, 유포, 흩뿌리다, 바르다, 배치하다, (식사를)차리다, 뻗(치)다, 미치다, 열리다, 유포하다, 유행, 보급, (신문의)큰 광고,

Germ
vi. 발아하다

sneeze
n. vi. 재채기(하다), 업신여기다

cough
vi. vt. n.  기침하다, 기침 소리를 내다, 헛기침하다, (내연 기관이)불연소음을 내다, 죄를 자백하다, 기침하여 ..을 내뱉다, 기침하여 ..이 되게 하다, ..을 마지못

nutritious
a. 자양분이있는, 영양이 되는(많은), nutritiously()ad, nutritiousness()n.

balanced
a. 균형 잡힌, 안정된, ~ diet (ration)균형(조정)식, 완전 영양식

immune
a. n.  면역의, (전염병, 병독등을)면한, 면역성의(to, from), (과세, 공격 등에서), 면제된(exempt), (.을) 당할 염려가 없는(from, against),

Property
n. 재산, 소유물, 소유지, 특성, 소유(man of property 자산가, real property 부동산(동산))

multiple
a. 복합의, 다양한, 배수의, 배수, 배수량(least common multiple 최소 공배수)

rail
n.가로장;난간;울타리;궤도;레일;철도

exterior
a. n.  외부의, 외면의, 외부, 외면, 외관

truck
n. 손수레, 광차, 화물자동차, 트럭, 무개화차

ramp
vi.뒷다리로 일어서다;날뛰다;경사지다

municipal
a. 지방 자치체의, 시의(municpal government 시당국 municipal law 국내법, municipal office 시청)

setting
n. 둠, 박아 넣기, 작곡, 악보, (해, 달의) 짐, 날세움, (새의)한 배의 알, 식자

accommodation
n. 적응, 순응, 화해, 조정, 융통, 대부금, 편의, (호텔, 병원, 선박 등의)숙박 설비

established
a. 확립된, 확정된, 만성의

neighborhood
n. a. 근접함, 근처, 인근, 이웃, (집합적)이웃사람들(neighbors)주위, (어떤 특징을 가진)지역, 지방, 이웃간의 정의, 친근한사이, 자네(친한 사이의 부름말)근처의

tenant
vt. 빌다, 임차하다, ..에 살다

landlord
n. 지주, (여관, 하숙의)주인, 바깥 주인

cooler
n. 냉각기, 냉장고, 청량음료, 교도소, 유치장(lockup), 독감방(cell), 영창

coworker
n. 같이 일하는 사람, 협력자

argument
n. 논의, 논증, (논문 따위의)개요

discrepancy
n. 모순, 불일치, 어긋남

packing
n. 짐꾸리기, 포장(재료), 채워 넣는것, 통조림 제조(업)

briefcase
n. 서류 가방

Chow
n. vi. 중국사람, 중국산 개(코가 뾰족하고 혀가 검은), 음식, 식사(시간), 먹다

leaving
n. 잔물, 쓰레기, 찌꺼기(refuse)

haven
n. 항구, 피난처

retrieval
n.만회;복구;회복;(정보의)검색;벌충;보상

proposal
n. 신청, 제안, 계획, 청혼

approved
a. 인가된, 입증된, 정평있는, 공인된

received
a.받아들여진;표준으로 받아들여진

dozens
n. )미)상대방 가족에 대한 농담을 하는 게임(흑인의 게임)

programming
n. 프로그램의 작성, 프로그래밍

Personnel
n. 인원, 전직원, 요원, 인사과

mistake
vt. vi. 틀리다, 잘못 생각하다

steel
n. vt. a. 강철, 강철제품, 검, 강철 같은 단단함, 무감각(무정)하게 하다, 강철을 입히다, 강철로 날을 만들다, 단단한

Probably
ad.아마

Export
vt. n.  수출하다, 수출품, 수출

design
n. vt. 설계, 디자인, 구상, 줄거리, 도안, 도안을 만들다, 계획하다, ..으로 예정하다, 마음먹다

Virus
n. 바이러스, 여과성 병원체, (정신, 도덕상의)해독

intended
a. n.  의도된, 계획된, 고의의, 약혼자

Publication
n. 발표, 발행, 출판, 출판물

regarding
prep.-에 관해서는

storeroom
n. 저장실, 광

incorrectly
ad.

Victoria
n. 영국의 여왕

grab
n. 움켜잡(쥐)기, 잡아채기, 횡령, 집(어올리는) 기계

antique
a. n.  고풍의, 낡은, 고대로부터의, 고물, 고기, 안티크체의 활자

Specialize
vt. vi. 특수화하다, 한정하다, 전문적으로 다루다, 전공하다

Bidder
n. 값을 부르는 사람, 입찰(경매)자, 입후보자, 명령자, 초대자

significant
a. 의미 심장한, 중대한, , ..을 뜻하는

huge
a. 거대한, ~ly ad

standard
n. vt. a. (지배자의 상징인)(군)기, (본디 지배자가 정한)도량형의 원기, 기치, 기본단위, 표준, 학년, 본위, (곧바른)자연목, 일류의, 표준의, 모범적인, 일류의,

proofread
vt. vi. 교정하다

Enlarge
vt. vi. 확대하다, 넓어지다, 퍼지다, 부연하다

revision
n.교정;수정;개정

meaning
n. 의미, 의의, 목적, 저의

implement
n. vt. 도구, 용구, rlrn, .에게 필요한 수단(권한)을 주다, (약속, 계약, 계획등을)이행하다, 실행(실시하다), (요구, 조건, 부족등을)충족시키다, 다하다

bump
vt. vi. ad, n.  a. 부딪치다, 털썩떨어뜨리다, 덜거덕거리며나아가다, 때려서생긴멍, 재능, 범퍼, 완충기

providing
conj, ..할 조건으로, 만약, ..이라면

chosen
a. 선발된, 선택한, 좋아하는, (특히 구원받기 위해서)신에게 선택된)

Shall
n. 1인칭에서 단순미래(예정을) 나타냄(I ~ be at home tomorrow), 2(3)인칭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사를 나타냄, 각 인칭을 통해서 의무, 필요, 예언 따위를

attach
vt. 붙이다, 달다, 부착하다, 애정으로맺다, 구속하다, 소속시키다, 압류하다

safe
a. 안전한(from), 무사한, 틀림없는, 몹시 조심하는, 믿을 수 있는, (죄수 등) 도망할(난폭의)우려가 없는

revise
vt.vi.교정하다;수정하다 n.교정;수정

within
ad.안에, 속으로

Usher
vt. 안내하다, 전갈하다, ~ in (out) 맞아들이다(배웅하다)

occupied
a. 점령(점거)된, (사람이)..에 종사하고 있는

Gesture
n. 몸짓, 손짓, 태도, 거동(암시적 의사 표시가 포함된), 선전적 행위, 제스처

nervous
a. 신경(성)의, 신경에 작용하는, 신경질의, 신경과민의, 흥분하기 쉬운, 안달복달하는, 안절부절못하는, 침착성이 없는, (다소)겁내는, 두려워하는, 소심한, 강한, 굳센, (문

including
prep. ..을 포함하여(함께 넣어서)(opp.exelude)

technical
a. 공업의, 공예의, 전문의, 기술(상)의, 학술의

provide
vt. vi. 준비하다, 조건을 정해두다, 규정하다, 공급하다, 대비하다, 예방책을 취하다, 부양하다(be provided with ..의 설비가 되다, ..의 준비가 되어 있다)

tracking
n. 추적, 능력(적성)별 학급 편성

microphone
n. 마이크(로폰)

Adjust
vt. 맞추다, 조정하다, 화해시키다

gathering
n. 모임, 집회, 집합, 채집, 수확, 곪음, 부어 오름, 종기, 농양, 접지 맞추기, (옷등의)주름(달기), 개더

courtyard
n. 안마당, 안뜰

Modernize
vt. vi. 근(현)대화하다

spacious
a. 넓은, 넓찍한

discuss
vt. 음미하다, 토론하다, 논하다, 상의하다, 서로 이야기하다, 맛있게 먹다, 토론자

featured
a. 특색으로 한, 주요프로로 하는, ..한 용모를 가진

Swift
n. 칼새

Entitle
vt. 칭호를 주다, 제목을 붙이다, 권리를 주다(be entitled to..에 대한 권리가 있다)

Insight
n. 통찰(력), 간파력, 안식, 견식, 식견

analyst
n. 분석자, 분해자, 해석학자, 정신분석학자, 경제분석가

addressing
n. 어드레싱, 어드레스 지정

assembled
a. 집합된, 결집한, 합성 보석의

crowd
n. vi. vt. 군중, 혼잡, 민중, 대중, 다수, 많은 수, 패거리, 동료, 그룹, 청중, 관객, 부대, 녀석, 사람, 군집하다, 붐비다, 몰려들다, 밀치락달치락하며 들어가다

progress
n. vi. vt. 전진, 진보, 발달(in progress 진행중, make progress 진행하다, 전진하다, 전진(진행, 진보)하다, 전진(진척)시키다

maintain
vt. 유지하다, 지속하다, 계속하다, 부양하다, (한 집안을) 지탱하다, 간수하다, 건사하다, 주장하다, 지지하다, ~ oneself 자활하다

task
vt. 일을 과하다, 혹사하다

efficiency
n. 능률, 능력, 효력, 효율

explain
vt. vi. n.  설명하다, 해석하다, 변명하다, 군더더기, 덧붙이기, 욕설, 허사

detail
n. vt. 세부, 부분도, 상세한 내용, 분견대, 상술하다, 선발하다

especially
ad.특히, 유달리, 유별나게

relevant
a.관련된;적절한;요령이 있는

circulate
순환하다, 원운동을 하다, 빙빙돌다, (술병이)차례로 돌다, 여기저기 걸어다니다, (특히 회합 등에서)부지런히 돌아다니다, (소문등이)퍼지다, 유포되다, (신문.책 등이)유포되다,

numerous
a. 다수의, 수많은, 셀수 없이 많은, 곡조가 아름다운

versatile
a. 재주가 많은, 다예한, 다방면의, 변하기 쉬운, 변덕스러운

steadily
ad.견실하게, 착실히, 꾸준히

increasing
a. 증가(증대)하는(opp.decreasing)

overall
a. 끝에서 끝까지의, 전반적인

aggressively
ad.침략적으로;진취적으로;적극적으로

Aggressive
a. 침략적인, 공세의

placing
n.(경과 보고 없는)자본 매출

conduct
행동하다, 처신하다, 지휘하다, 이끌다, 안내하다, 호송하다, (업무등을)수행하다, 처리하다, 경영(관리)하다, 전도하다, 안내하다, 이끌다, (버스 등의)차장을 하다, (악곡 등

resignation
n.사임;사표;포기;단념

anyone
pron, 누구라도, 누구도, 누군가

bulletin
n. vt. 게시, 공보, 회보(~board 게시판)-게시하다, 공시하다

hiring
n. 고용, 임대차

recruitment
n.신병 징모;신규 모집;보충;원기 회복

announce
vt. 발표하다, 고지하다, 알리다, ~이 왔음을 알리다

accepted
a. 일반적으로 인정된, 용인된

Relocate
vt.옮겨 놓다;재배치하다;새로운 장소에 두다

observing
a. 관측적인, 주의깆은, 관찰력이 예리한

Michael
n. 미가엘(대천사의 한 사람), 남자의 이름

Soprano
n. 소프라노, 소프라노부, 소프라노의(로 노래하는)

filling
n. 충전

teen
n. 비탄, 불행,

clothing
n. 의류, 덮개, 돛

venue
n. 범행지(부근), 현장, 재판지, 집합지, 밀회(장소)

proper
a. ad, 적당한, 옳은, 예의바른, 독특한, 고유의, 엄밀한 의미에서의(보통 뒤에 붙임), 진정한, 순전한(in a. proper rage 불같이 노하여, China prope

shipping
n. 배에 싣기, 선적, 실어 보내기, 출하, 수송, 선박, 선박 톤수, 선적, 해운업

whole
n. 전부, 전체, 완전한 것, 통일체, as a. ~ 전체로서, on(upon) the ~ 전체로 보아서, 대체로

furnishings
n. 가구의 설비, 비치된 가구, 복식품

decorate
vt. 꾸미다, 장식하다, 훈장을 수여하다

stylish
a. 유행(풍)의, 멋진

sofa
n. 소파, 긴의자

fabric
n. 구조, 조직, 구성, 구조물, 건물, 구성법, 피륙, 직물, 천, 편물, 짜임새, 바탕

cloth
n. 천, 피륙, 옷감, 헝겊, 식탁보, 행주, 걸레, 모직물, 나사, 클로스, 헝겊표지, 범포, 돛, 검은 성직복, 성직, 성직자들

percent
x. 퍼센트, 100분

manufacturer
n. 제조업자, 생산자, 공장주

drill
n. 훈련, 교련, 송곳, 천공기, 훈련하다, 구멍을 뚫다, 능직무명

reduction
n. 축소, 삭감, 감소, 할인, 축사, 축도, 변형, 정리, 단순화, 적합, 적응, 항복, 귀순, 함락, 약분, 환산, 환원법, 복위, 정복(술), 환원법, 개격법, 수정(관측중

selected
a. 선택된(chosen), 선발된(picked out), 정선된

barber
n. 이발사, 이발하다, 수염을 깍다

apron
n. vt. 에이프런(같은 것), 앞치마, 행주치마, 앞무대, 바텐더, 격납고 , 앞의 광장

trimming
n. 정돈, 손질, 깎아 다듬기, 장식, 꾸지람, 매질, 패배, (배의)균형 잡기

mustache
n. 콧수염, (고양이 따위의)수염

Trim
vi. (두 세력의)균형을 잡다, 기회주의적 입장을 취하다, 균형이 잡히다, 돛을 조절하다, ~ a. person's jacket 때리다, ~ in (목재를) 잘라 맞추다, ~ o

deafening
a. n.  귀청이 터질듯한, 방음 장지

waitress
n. 여급사, 여급

Wipe
n. 닦기, 훔치기, 한번 닦기, 손수건

model
n. 모형, 원형, 본, 설계도, 모델, 마네킨, 모범, 모범적인, 모형의, 모양을 마들다(점토 따위를 어떤 형으로)뜨다, 설계하다, ..을 본뜨다, model school 시법

oversized
a. ==OVERSIZE

worth
n. 값어치, (일정 금액에) 상당하는 분량

extra
a. ad, n.  특별한, 가외의, 가외로, 특별히, 임시의(로), 가외물건, 특별한 물건, 경품

postage
n. 우편요금

registered
a.등록된;등기우편의;기명의

dropping
n. 적하, 낙하, 투하, 방울져 떨어지는것, 촛농, 낙하물, 탈모, (새, 짐승의)똥

Garment
n. 옷(한가지)(skirt coat clock등), 의복

fitting
a. n.  적당한, 어울리는, 적합, (가봉한 것의)입혀보기, 설치, 가구, 비품, 부속품

clerk
n. vi. 서기, 사무관, (은행.회사의)사무원, 행원, 사원, (소매점의)판매원, 점원, (호텔의)프런트계, 교회서기, (영국 국교회의)목사, 학자, 서기(사무관)로 근무하다,

guided
a. 안내를 받은;유도된

sampling
n. 견본 추출, ramdom ~ 무작위 추출법

Attention
n. 주의, 고려, 주의력, 배려, 보살핌, 친절, 정중, 정중한, 응급치료

shoe
n. 구두, 신, 단화, 편자, (지팡이 따위의)끝쇠, (브레이크의)접촉부, 타이어의 외피, Over ~s, over boots, 이왕 내친 걸음이면 끝까지, ..stand ina

footwear
n. 신는 것(양먈, 신발, 슬리퍼 따위)

gear
톱니바퀴(장치), 기어, 전동 장치, (자동차의)변속 기어, (작업용)장치, 도구, 용구, 도르래, 활차, (말등이)끄는 기구, 삭구, 장구, 장비, 가구, 가재도구, 물품, (집

Loaves
n. loaf의 복수형

freshly
ad.새로이, 신선하게

Loaf
vt. vi. n.  놀고지내다, 빈둥거리다, 어정거리다

baker
n. 빵집, 빵 굽는 사람, 빵 제조업자, 휴대용 빵 굽는 기계

sliding
a. 미끄러지는, 변화하는

oven
n. 숍, (요리용) 화덕, 오븐

Slide
vt. vi. n.  미끄러지다(게 하다), 미끄러져 가다(지나가다), (수러, 죄악 따위에)스르르 빠져들다, 미끄러짐, 활주, 슬라이딩, 단층, 사태, (화물용의)미끄러 떨어뜨리

cheese
n. vt. n.  치즈, (모양.굳기.성분 등이)치즈 비슷한 것, 매력적인 젊은 여자, 구주희의공, 그만둬!, 조심해!, 튀어라!, 안성맞춤의 것, 일류품, 중요인물, 보스

cashier
n. vt. 출납원, 회계원, (미국은행의)지점장, (군인.관리 등을)면직시키다, (특히)징계 파면하다

weigh
vi. ~ in (기수가 경마후 (권투 선수가 시합전)에) 몸무게를 달다, ~ words 숙고하여 말하다, 말을 음미하다, ~ out 달아서 나누다, (기수가 경마 전에) 몸무게를

plastic
a. 형성하는, 소조할 수 있는, 유연한, 소조의, 성형의

Renovation
n.혁신;회복;기운회복

patio
n. 안뜰

serving
n. 음식을 차림, 음식 시중, 한 끼분의 음식(음료), 1인분, (전선, 케이블 등의)피복재

Refreshment
n.원기회복;휴양;원기를 회복시키는 것;가벼운 음식물

covered
a. 덮개를 씌운, 뚜껑을 한, 모자를 쓴, 엄호물(차폐물)이 있는, 차폐한

napkin
n. vt. (식탁용)냅킨, 기저귀(diaper), 냅킨으로 싸다, (훔치다)

Unfold
vt. 펴다, 열다

dining
n. 식사

Dine
vi. 식사를 하다, 정찬을 들다

salad
n. 샐러드

Unfortunately
ad.불행(불운)하게도, 유감스럽게도, 공교롭게도, 운수 나쁘게

shrimp
n. 작은 새우, 난쟁이, 얼간이

elegant
a. 우아한, 품위있는, 훌륭한, 근사한

superb
a. 장려한, 화려한, 굉장한, 멋진

waiter
n. 시중드는 사람, 웨이터, 요리 나르는 쟁반, 기다리는 사람

refill
vt.다시 채우다;보충하다 n.다시 채운 것

yearly
a. 연1회의, 매년의 , 그 해만의, 1년간의

wire
vi. 전보치다

wired
vt.vi.유선의;철사로 친

process
vi. 행진하다, 줄지어가다

monthly
a. n.  매달의, 월1회의, 월간 잡지, 월경

income
n. 정기적수입, 소득(cf.REVENUE)

striking
a. 치는, 파업중인, 현저한, 두드러진, 인상적인,

noticeable
a. 눈에 띄는 현저한, 두드러진, 주목할 만한, 중요한

conspicuous
a. ad, n.  확실히 보이는, 뚜렷한, 두드러진, 뛰어난, 눈에 잘 띄는, 이채를 띤, 저명한, 현저한, ~ly, ~ness

disagreeable
a. 불쾌한, 까다로운(hard to please)

disappointing
a. 실망시키는

avert
vt. 돌리다, 피하다, 막다

hinder
vi. vt. a. 방해하다, 방해가 되다, 뒤의, 뒤쪽의

interrupt
vi. vt. 가로막다, 저지하다, (말등을)도중에서 방해하다, 중단시키다, (전산)끼어들다, 방해하다, 중단하다)

forbid
vt. 금하다, 금지하다, 허락지않다, 방해하다

prohibit
vt. 금지하다, (사물이) 방해하다, 불가능하게하다

sniff
vt. vi. 킁킁 냄새맡다, 콧방귀 뀌다

snicker
n. v =SNIGGER

sniper
n. 저격병

skimmer
n. 더껑이를 걷어내는 연장(사람), 그물 국자, 거르는 기구, 대충 훑어보는 사람, 제비갈매기 무리, 챙이 넓고 꼭대개가 납작한 밀짚모자

skim
vt. (찌끼 따위를)떠(걷어)내다, 미끄러져 나가다, 대충 훑어 읽다, (표면을)스쳐 지나가다, (살얼음, 찌끼)로 덮이다, ~ the cream off , ..의 노른자위를 빼

ordinary
n. 보통(의 일, 상태), 의식 차례서, in ~ 상임의, out of the ~ 유다른, -rily ad, 통상, 보통으로

intense
a. 강한, 격렬한, (감정등이)열정적인, 긴장된, (성격이)감정적인, (명암도가)강한, (색이)매우 짙은

deceive
vt. 속이다, 미혹시키다(deceive oneslf 잘못 생각하다)

cheat
vt. vi. 속이다, 속여 빼앗다, 사취하다, ..을 속여서 ..시키다, 교묘하게 피하다, 용케 면하다, (권태.슬픔 등을) 이럭저럭 넘기다, 협잡(부정)을 하다, (배우자 몰래

beguile
vt. 기만하다, 사취하다, 즐겁게하다, 지루함을 잊게 하다

delude
vt. 속이다, 호리다, 매혹시키다

pretend
vt. vi. a. , , 인 체하다, 속이다, 감히...하려고 하다, 자부하다, 거짓의, 공상상의

feign
vt. vi. 겉으로꾸미다, (구실 따위를)만들어내다, 짐짓~인 체하다

domesticate
vt. 길들이다, 이민, 식물 등을 토지에 순화 시키다, 가정에 익숙케 하다

tame
vt. vi. (길러) 길들(이)다, 복종시키다, 누르다, 무기력하게 하다, (색을) 부드럽게 하다

analyze
vt. 분석하다, 분해하다, 해석하다

tease
n. 괴롭히는 사람, 괴롭히기, 놀려대는 사람, 놀려대기, 조르는 사람, 조르기

annoy
vt. 성나게하다, 괴롭히다, 속태우다, 당황케하다, 해치다

abide
vi. 머무르다, 살다, 지탱(지속)하다

dwell
vi. 살다, 거주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길게 논하다, 천천히 발음하다

irreplaceable
a. 바꿀수 없는, 대치할 사람(물건)이 없는

recycle
vt.재생 이용하다;재순환시키다 n.재순환과정

outstanding
a. 눈에 띄는, 중요한, 돌출한

prominent
a. 두드러진, 돌출한, 눈에 띄는, 현저한, 중요한, 저명한. prominently ad.

verify
vt. 입증(증명)하다, 확인하다, (사실, 행위 따위가 예언, 약속 따위를)실증하다, (선서, 증거에 의하여)입증하다, (컴퓨터)..의 천공 검사를하다

ratify
vt.비준하다;실증(확증)하다

candid
솔직한(frank), 숨김없는, 거리낌없는(outspoken), 공평한 (impartial), (사진 등)포즈를 취하지 않은, 있는 대로의, 스냅 사진, ~.ness

outspoken
a. 솔직한, 거리낌 없는

equivalent
a. n.  동등의, ~에 상당하는, 동등한 가치의, 등량의, 동의의, 동등한 물건, 대등한 물건, 동의어

equal
같은, 한결같은, 필적하는, ~에 지지 않는, ~에 견디어 낼 수 있는, 평정한, 대등한 물건, 필적자, 같은 또래, ~에 필적하다, ~과 똑같다

precede
vt. vi. 서다, 선행하다, ..의 상위에  앉다, ..보다중요하다, ..에 우선하다

prophesy
vt. vi. 예언하다. prophesier n..

foretell
vt. 예고하다, 예언하다. foreteller n..

foresee
vt. 예견하다, 미리알다

forecast
n. vt. 예상, 예보, 예정, 예상하다

sensitive
a. 느끼기 쉬운, 민감한, 성잘내는, 반응하는, 감광성의, 극비에 부쳐야 할, 절대적 충성을 요하는

susceptible
a. 예민하게 느끼는, 민감한, 동하기 쉬운, 정에무른(to), ..을 허락하는, ..을 할수 있는(of)

vulnerable
a. (세판 승부 브리지에서 한번 이겼기 때문에) 두 배의 벌금을 짊어질 위험이있는(입장의), ~ point 약점

sensual
a. 관능적인, 감각의, 호색의, 육욕의

sensuous
a. 감각적인, 민감한, 미적인

sensible
a. 지각할 수 있는, 알아채고, 분별 있는, 현명한

wise
a. 방법, 정도, 양식, in any ~ 아무리 해도, (in) no ~ 결코 ..아니다, in some ~ 어딘지, on this ~ 이와 같이

sensational
a. 감각의, 감동적인, 선풍적 인기의, 선정적인, 대평판의

salutary
a. 유익한, 건강에 좋은

healthy
a. 건강한, 건전한, 건강에 좋은

salubrious
n. (기후, 토지 등이)건강에 좋은

beneficial
a. 유익, 유리한

hurtful
a. 해로운

harmful
a. 해로운

celebrated
a. 유명한, 저명한

renowned
a.유명한

summarize
vt. 요약하다

calculate
계산하다, 산정하다, 추산하다, 의도하다, 적합시키다, (상식, 경험으로)추정하다, 평가하다(evaluate), (장래 일을)계산해 내다, 예측하다, 어림하다, ..이라고 생각하다

compute
vt. vi. 계산(산정)하다, 평가하다, 어림하다, 추정하다, 컴퓨터로 계산하다

genealogy
n. 계도, 계통학

archaeology
n.고고학

anthropology
n. 인류학

purposely
ad.일부러, 고의로

hypnosis
n. 최면, 최면술, 최면상태

affection
n. 애정, 감정, 영향, 병, 성질, 특성

disease
n. 병

nutrition
n. 영양물, 섭취, 영양(작용)영양물, 음식물, 영양학, nutritional()a. nutritionally()ad,

banish
vt. 추방하다, 떨어버리다

exile
n. vt. 망명, 유형, 국외추방, 망명자, 유랑자, 유형자, 추방인, 추방하다, 유형에 처하다

cultivate
a. 경작(재배.양식)된, 교화(세련)된, 교양있는, 우아한

compel
vt. n.  억지로(무리하게)..시키다, 강요하다, 억지로 복종시키다, (복종.존경.침묵등을)강요하다, ~ler

force
n. 폭포

oblige
vt. 별수없이 ..하게 하다..할 의무를 지우다..에게 은혜를 베풀다, be ~d 감사하다, ~ (a. person) by doing (아무에게) ..하여주다

forced
a.강요된;억지의;강제적인;무리한;부자연한

defer
vt. 늦추다, 물리다, 늦춰지다, 연기하다, 따르다

appear
vi. 나타나다, 나오다, 보이다, 공표하다, 출두하다, 같다

refrain
vi.삼가다;참다;그만두다 vt.억제하다 n.후렴

distinguish
vt. 분간하다, 구별하다, 분류하다, 두르러지가하다, 이름을 떨치다, 수훈을 세우다

exclude
vt. 몰아내다, 배척하다, 제외하다, 추방하다

omit
vt. 생략하다..하기를 잊다, 게을리 하다

indicate
vt. 가리키다, 지적하다, 지시하다, 나타내다, 보이다, 표시하다(show)(운전자, 차가 방향지시기로)도는 방향을 표시하다, (몸짓등으로)은연중 나타내다, .의 징조이다, (치

satisfy
vt. (욕망 따위를)만족시키다, 채우다, 이루다, (부채 따위를)지불하다, 갚다, (아무를)안심시키다, (걱정 불안을)가라앉히다, (의심, 의문을) 풀게하다

perplex
vt. 난처하게 하다, 당황케 하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하다, 어쩔 줄 모르게 하다, 골치 아프게 하다, 혼란케 하다, 복잡하게 하다, 걷잡을 수 없게 하다

puzzle
수수께끼, 난문, 당혹, 당혹시키다, (머리를)괴롭히다, 생각해내다, 당혹하다, 머리를 짜다(puzzle out 생각해내다)

baffle
vt. n.  좌절시키다, 깨뜨리다, 꺾다, 방해하다

bewilder
vt. 당황케하다

embarrass
vt. 곤란케하다, 당혹케하다, 분규케하다, 행동을 방해하다

upset
a. 뒤집힌, 혼란한

describe
vt. 기술하다, 그리다, 묘사하다

shrink
vi. vt. 줄어들다, 뒷걸음질 치다, 줄어들게 하다, 움츠리다, 추측, 뒷걸음질, 정신과 의사

yearn
vi. 동경하다, 그리워하다, 그립게 생각하다, 동정하다, 간절히-하고 싶어하다

defend
vt. 지키다, 방위하다, 변호하다

stick
vt. 찌르다, 꿰찌르다, 찔러 죽이다, 불쑥 내밀다, 붙이다, 들러 붙게 하다, 고착 시키다, 걸리게 하다, 막다르게하다, 난처하게 하다, (손해 따위로)큰 곤란을 겪게 하다,

support
n. 지지, 지주, 지지물(자), 원조, 지원(부대) give ~ to , ..을 지지하다, in ~ of , ..을 옹호(변호)하여

irritate
vt. 짜증나게(초조하게)하다, 화나게 하다, 안달하게하다, 자극하다, 염증을 일으키다, 무효로하다, 실효시키다

generous
a. 관대한, 마음이 넓은, 풍부한, 비옥한, (술이)감칠맛이 있는, ~ly ad

tolerant
a. 관대한, 아량이 있는, 내성이 있는

liberal
n. 자유주의자, 자유당원

reject
vt.거절하다;퇴짜놓다;제거하다 n.거부된;물건

substitute
a. 대리의

occur
vi. 일어나다, 나타나다, 존재하다, It ~red to me that.. ..라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despise
vt. 경멸하다, despiser()vt. n.

contempt
n. 경멸(disdain), 멸시, 업신여김, 모욕, 모멸, 치욕, 창피, 수치(disgrace), ahdyrwhl

gain
n. 이익, 증가, 진보, (pl) 이득, 벌이

avail
vt. vi. n.  도움이되다, 소용이되다, 이롭다, 이익, 효용,

educate
vt. 교육하다, 양성하다, 훈련하다

resemble
vt.닮다

grasp
n. 쥠, 지배(력), 이해(력), 손잡이, 자루

reconsider
vt.재고하다;(의안,투표 등을)재심에 붙이다;재고하다

ponder
vt. vi. 숙고하다

respect
vt.존경하다;주의하다;참작하다;관계하다 n.경의;존경

esteem
vt. n.  존경하다, 존중하다, 귀중히 여기다, ~이라고 생각하다, 간주하다, 존경, 존중(hold in esteem 존경하다)

prove
vt. vi. 입증하다, (유언서를)인정하다, 시험하다, 검산하다, ..이라 판명되다, ..임이 알려지다

illustrate
vt. vi. (실례 따위로) 설명하다, 예증하다, 삽화(도판)을 넣다, 도해하다, 예(보기)를 들어 설명하다, 예증(예시)하다

exemplify
vt. 예시하다, 예증하다, ~의 실례가 되다, 인증 등본을 만들다

conservative
adj.보수적인;전통적인

progressive
a. n.  전진하는, 누진적인, 진보주의의, 진행형의(progressive jazz 비재즈적 요소를 가미한 모던 재즈의 한 양식, progressive taxation 누진 과세

fortify
vt. vi. 견고하게 하다, 방어공사를 하다, 높이다, 요새화하다, 요세를 쌓다, 축성하다

strengthen
vt. vi. 강하게하다, 강해지다, 기운을 돋우다, 기운이 나다

reinforce
vt.보강하다;구원군(병)을 증원(파견)하다 n.보강재

multiply
vt. vi. 늘리다, 번식시키다, 곱하다, 번식하다

reproduce
vt.재생시키다;재현하다;복제하다;모조하다;생식하다

elicit
vt. 끌어내다

extract
vt. n.  끌어내다, 빼어내다, 짜내다, 알아내다, (쾌락을)얻다, 발췌하다, 추출물, 인용구

implore
vt. vi. 간청(탄원, 애원)하다, 애원(탄원, 간청)하다

appoint
vt. 임명하다, 지명하다, 지정하다, 귀속을 정하다

disgust
vt. n.  역겹게하다, 정떨어지게 하다, 역겨움, 혐오

preach
vi. vt. 설교하다, 전도하다, 설교하다, (도를)전하다, 창도하다

worship
vi. vt. 숭배(존경)하다, 예배하다

yawn
vi. 하품하다, (입, 틈등이)크게 벌어져 있다

hiccup
n. vi. vt. 딸꾹질(하다, 하며 말하다)

quarrel
n. 네모진 촉이 달린 화살

temper
n. (여러 가지 재료의) 알맞은 조합정도, 적당한 정도, (마음의)침착, 평정, (강철의)되불림, (회반죽의)굳기, 기질, 기분, hot ~ 발끈거리는 성미, in a. good

abuse
vt. n.  남용하다, 악용하다, 학대하다, 욕하다, 악용, 남용, 학대, 욕(설), 악습, 폐해

contribute
(돈.물건을)기부(기증)하다, (원고를)기고하다, 기여(공헌)하다, 이바지하다, (조언등을)주다, 기부를 하다, ..의 한 도움(원인)이 되다(to, toward), (신문.잡지등

trait
n. 특색, 특징, 얼굴 모습

characteristic
a. n.  특질있는, 독특한, 특징적인, ..에 특유한, ..의 특징을 나타내는, 특질, 특성, 특색, (대수의)지표

peculiarity
n. 특색, 특성, 버릇, 특유, 독특, 독자성, 기벽, 기태

timber
vt. 재목으로 건축하다(버티다)

discipline
vt. 훈련, 훈육, 제어, 규율, 징계, 훈련하다, 징계하다

undoing
n. 원상태로 하기, 취소, (소포 등을)풀기, 끄름, 타락, 영락

misfortune
n. 불운, 불행, 재난

ruin
n.파멸;폐허;파멸의원인 vi.파멸하다 a.도산한;파멸한

misgiving
n. 불안, 의심

column
n. 기둥, 원주, 원주 모양의 물건, (연기 등의)기둥, 종대, (함대의)종렬, 종진, 종행, 단, (신문등의)난, (당파.후보자의)후원회, (신문의)특약정기 기고난(시평.문예난

pillar
n. 기둥, 주석(form pillar to post 여기저기에)

servitude
n. 노예 상태, 고역, 복역

recreation
n.휴양;원기회복;기분전환;오락

punctuality
n.

punctual
a. 시간을 엄수하는

fascination
n. 매혹, 눈독들임, 매력있는 것, 황홀한 상태

attraction
n. 끄는 힘, 인력, 흡인(력)

vicious
a. 사악한, 부도덕한, 타락한, 악습이 있는, (말 따위)버릇 나쁜, 악의 있는, 부정확한, 결함이 있는, 지독한, 심한

distrust
n. vt. 불신, 의혹, 의심하다

suspicion
n. 느낌, 낌새챔, 의심, 협의, 소량, 미량

endeavor
n. vi. vt. 노력하다

devote
vt. 바치다, ~에 몰두하다, ~에 전념하다

pride
n. vt. 자만, 자부, 거만, 자존심, 자랑, 득의, 만족, 경멸, 득의의 모습, 한창(the pride of mangood 남자의 한창 때, take a. pride in	.

proud
a. ad, 자랑하고 있는, 자랑으로 생각하는, 자존심이 있는, 거만한, 영광으로 여기는, 당당한(be proud of을 자랑하다, ..을 영광으로 생각하다, do a. perso

discontinue
vt. 중지하다, 정지하다, 구독을 그만 두다, 취하하다

ignore
vt. 무시하다, 모르는체하다,

disregard
n. 무시, 경시, 무시하다, 경시하다

neglect
n. 태만, 소홀, 무시, neglaecter()n. negativetor()n.

depend
vi. 의지하다, ~나름이다, ~여하에 달리다

certain
a. pron,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확신하는, (어느)일정한, 확정된, (일이)확실한, 반드시...하는, 필연적인, (지식.기술 등이)정확한, (상세히 말하지 않고)어떤, 약간의

conversant
a. (..에)밝은, 정통한(with, in, about), (..와)친교가 있는(with), ~ly

scold
vt. 꾸짖다, 앵앵거리다, common ~ (이웃을 안 꺼리고) 쨍쨍거리는 여자

overtake
vt. ..에 뒤따라 미치다, 갑자기 덮쳐오다

heed
vi. vt. 조심(주의)하다

anticipate
vt. 예기하다, 예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