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nyi’s English                                                  

- 명사정리 - 

accountant 회계사 혹은 경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돈을 다루는 사람. 

achievement 하고자 하던 것을 이루는 것. ‘성취‘ 혹은 ‘업적‘ 

adult 성인 

advertising 광고 줄여서 ad 

anger 분노, 화가 난 상태 

appearance 
'등장‘이라는 뜻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인 ’외모‘의 뜻이 있다. 동사형은 

appear(나타나다.) 

aspect 
어떤 현상이나 사물의 여러 가지 측면을 말할 때, 그 하나 하나를 aspect라고 한

다. 

athlete '운동 선수‘ 혹은 운동선수처럼 튼튼하고 강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attention "주목하세요“가 영어로 ”attention, please" attention은 ‘주목’ 혹은 ‘관심’ 

automobile 말 그대로 ‘자동으로(auto) + 움직이는 것(mobile)' 자동차 

behavior '행동‘ 지문에서 잘 나오는 ’attitude' 태도 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benefit 명사, 동사로 두루 쓰임. ‘혜택’ 혹은 ‘이익’. 동사로는 ‘∼에게 이익이 되다’  

breakdown 고장 

charity 따뜻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 ‘자비’ 혹은 ‘자선’. 기본적으로 ‘사랑’ 

chemical 형용사로 ‘화학적인’도 되지만, 명사 ‘화학물질, 화학제품’으로도 쓰인다. 

clerk 상점의 ‘점원’ 혹은 사무실의 ‘사무원’ 

comfort comfortable(편안한) , comfort는 이불을 덮고 있을 때와 같은 ‘편안함, 안락함’ 

communicati

on 
'대화‘ 혹은 ’의사소통‘ 

community 
그냥 ‘지역’으로 알기보다는,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정이나 끈끈함

이 있다. 

competition '경쟁‘ 동사형은 compete(경쟁하다.) 

conflict '충돌‘ 혹은 ’갈등‘이다.  

control 좋게 말하면 ‘통제, 조절’ 나쁘게 말하면 ‘지배’ 

creativity 동사 create에서 파생된 단어. 우리말로는 ‘창조성’ 혹은 ‘창조력’ 정도. 

delay 동사, 명사 두루 쓰인다. ‘지연’ 혹은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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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air '절망‘ 혹은 ’자포자기‘. 희망이 없어 풀이 팍 죽어 있을 때를 표현하는 단어. 

destination 무언가를 보냈을 때 도착하는 곳. 여행의 ‘목적지’ 혹은 ‘편지 보낼곳’ 

disagreement agreement의 반대 의미. 뜻이 맞지 않고 의견이 다를 때를 말한다. ‘불일치’ 

discount '할인‘ 

division 동사 divide를 생각하자. ‘나누기’ 혹은 ‘분할’.  

ecosystem ‘생태계’ ‘ecology(생태학) + system' 이다 

effect 

100% 수능에 나오는 단어. 기본적으로 - 결과, 영향, 효과 - 이런 뜻으로 쓰인

다. 

‘원인과 결과‘라고 할 때는 cause and effect 이다. 다른 단어는 안 쓴다. 

emotion '감정‘ 혹은 ’정서‘. 형용사 emotional이 나오면 ’감정과 관계 있는‘ 이다. 

explosion 동사형은 explode이고 ‘폭발’이라는 뜻. 

function 동사, 명사 두루 쓰임. 명사일 때는 ‘기능’, 동사일 때는 ‘∼의 기능을 하다, 작동하다’ 

goal  '목표‘ 

growth 동사형은 grow. 뜻은 ‘성장’ 형용사형은 habitual이다. 

harmony '조화‘ 혹은 ’어울림‘ 

horizon '수평선‘ 혹은 ’지평선‘ 

humor 말 그대로 ‘유머’ 이다. 

independenc

e

dependence의 반대의미.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상태. ‘독립’ 혹은 ‘자립’ 

industry '산업‘ 또는 ’업계‘ ex) 자동차 업계 

instruction 동사형은 instruct.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은 말한다. ‘교육’ 혹은 ‘지시사항’ 

journalist '언론인‘ 

journey '여행‘이다. 꽤 먼 거리를 가는 여행 쪽이다. 

judge 동사로는 ‘판단하다’이고, 명사로는 그것을 하는 사람, 즉 ‘판사’를 가리킨다. 

labor 
그냥 ‘일, 노동’ 하지 말고, ‘힘들게 ∼하는 것’ 하는 식으로 의미를 넓게 잡고 암

기 

literature '문학‘ 형용사형은 ’literary' 

location '위치‘ 혹은 ’장소‘ 동사 locate는 ’위치 혹은 장소를 알아내다.‘ 

luck ‘운‘ 운이 없으면 unlucky라고 한다. 

manual 설명서, 안내 책자. 

material '재료‘ 혹은 ’원료‘.  ’가공하지 않은 원자재‘라는 뜻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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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 mean은 동사로서 ‘의미하다’ 이고 means는 ‘수단’ 방법‘ 

media medium의 복수형. medium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매개’ ‘매체’ 

novelist novel(소설) 쓰는 사람 ‘소설가’이다. 

opinion '의견‘. 여러 사람의 의견. 즉 ’여론‘ 

overpopulati

on
'인구가 오버한 상태‘ ’인구 과잉‘ 

patience '인내‘ 혹은 ’참는 것‘ 형용사형은 patient이다. 

playground 운동장 

poet '시인‘ 참고로 시는 ’poem'이다.  

policy '정책‘ 

pollution 환경오염이나 자연보호에 관한 글에 매번 나오는 단어. ‘오염’ 

potential '잠재적인‘ 혹은’잠재력‘ 

pricing price가 단순히 ‘가격’ 이라면, pricing은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pride '자부심‘ 혹은 ’자랑‘ 

privacy '사생활‘ 

progress 기본적인 뜻은 ‘앞으로 나가는 것’. ‘발전’ 혹은 ‘진보’ 

publicity '널리 알림‘ ’발표‘ 혹은 ’광고‘ 

quality '양‘이 ’quantity' 라면, 반대 개념인 ‘질’이 바로 quality이다 ‘질 좋은, 뛰어난’ 

religion area와 같은 ‘지역’의 뜻이다. 

relation '관계‘ 

residence 
house와 같은 ‘집’이다. residence에서 사는 사람은 resident(거주자)이다. 레지던

트 생각하면 외우기 쉽다. 

respect '존경‘ 

result '결과‘ 

role '역할‘ ’∼열할을 하다‘라고 할 때 play a ∼ role이라고 동사 play가 오는 것도 알

자
satisfaction '만족‘이다. 만족시키다(satisfy) 반대말은 dissatisfaction이다. 

seed '씨앗‘ 동사로는 ’씨 뿌리다‘ 

self-image '자기가 자신에게 갖고 있는 이미지‘ 

self-service '셀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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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suggesti

on
'자신에게 이러이러하다고 제안하는 것‘ 다시 말해 ’자기 암시‘ 이다. 

senior citizen old people 

shape '모양‘ 혹은 ’형태‘ 

shortage '부족‘ 

solidness solid한 상태를 말한다. solid는 ‘단단한’ 혹은 ‘고체의’ 

solution '해결‘ 혹은 ’구체적인 해결책‘ 

source '근원‘ ’원천‘ 

stimulation 동사형은 stimulate이고 ‘자극’이다. 

supply '공급‘ 

tie 동사로 ‘묶다’ 명사일 때는 ‘묶여있는 상태’ ‘매듭’ ‘관계’ ‘연결’ 

traffic 

congestion 
'교통 정체‘ 

traffic jam traffic congestion과 같은 뜻이다.  

transportatio

n
동사형은 transport이고, 뜻은 ‘운반’ 혹은 ‘수송’이다. 

travel '이동하다‘ ’여행하다‘ 

union '하나 된 상태‘가 기본 뜻. ’결합‘ 혹은 ’연방‘ 

upset 
마음이 동요를 보이거나 당황한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다. 물론 배가 전복될 때에

도 쓰임 

weed '잡초‘ ’잡초 혹은 필요 없는 것을 베어내다‘ 등의 동사로 사용될 수 도 있다. 
 

 

- 형용사 정리 -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다시말해 만족스럽다거나 마음에 들 때 acceptable이라고 한

다. 

angry 이거 모른 다고 하면 정말 angry하지 ^ L ^ 

annoyed 짜증나는 

bitter 쓴 맛이 날 때, 고통 때문에 괴롭고 쓰라릴 때 느낌이 bitter 

calm 고요하고 잔잔하고 차분하고 평온하고 

careless '조심성 없는‘, ’경솔한‘ 반대말은 ’careful' 

comfortable 편안하고, 아늑하고, 고통이나 걱정거리가 없는 

common '보통의‘ ’공통의‘ ’일반적인‘ ’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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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uing '계속되는‘ 

critical '비판적인‘ ’흠잡기 좋아하는‘ 

dependent '∼에게 의존하는‘ 반대말은 independent 

determined determine(결심하다)된 상태가 determined이다. ‘굳게 결심한’ ‘단호한’ 

disappointed '실망한‘ 

emotional '감정적인‘ ’감정에 움직이기 쉬운‘ 

exciting '흥분시키는‘ ’흥미진진한‘ 

faithful 
faith(믿음, 신의)로 가득찬, 개가 faithful하면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거고, 친구가 

faithful하면 신의 있는것이다. 

false 잘못된, 사실이 아닌 

fashionable '유행에 맞는‘ 

festive 축제 분위기 

fit 어떤 목적이나 상황 등에 ‘적합한’ ‘건강한’ 

fresh '신선한‘ ’소금기가 없는‘ 

frightening '놀라는‘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funny ‘웃긴‘이다. ’즐거운‘이나 ’재미있는‘은 그냥 fun이다. 

global '세계의“ 

gloomy 우울하고.. 쓸쓸하고 .. 칙칙하고.. 그런뜻이다. 

horrified horror가 ‘공포’ ‘전율’. horrify는 ‘소름끼치게 하다’. 그렇게 된 상태가 horrified이

다
humble '겸손한‘ 나쁘게 말하면 ’하찮은, 보잘 것 없는‘ 

humorous '해학적인‘,  ’익살맞은‘ 

immature mature(성숙한)의 반대말. ‘미숙한’ 혹은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닌’이다. 

independent '독립적인‘ 혹은 ’∼에 의지하지 않는‘이다. 

indifferent '무관심한‘ 

industrialized ‘산업화된‘ 

ironic 비꼬는, 반어적인 

joyful '즐거운‘ ’기쁜‘ 

lazy 게으른 

local '지방의‘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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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ly '외로운‘ 

mutual '서로의‘ ’상호간의‘ 

negative 부정적인 

nervous '긴장한‘ ’신경과 관련있는’ 

noisy 시끄러운 

normal '정상의‘ ’보통의‘ 

passionate 명사 passion이 ‘열정’. 따라서 passionate은 ‘뭔가에 열정적인’ 

peaceful '평화로 가득찬‘ ’평화로운‘ ’평온한’ 

physical '육체, 신체적인‘ ’물리적인‘ 

positive '긍정적인‘ 

psychological '심리적인‘ ’심리학적인‘ 

reasonable '도리에 맞는‘ ’합리적인‘ ’적당한‘ 

regretful '후회하는‘ ’유감으로 여기는‘ ’애석해 하는‘ 

responsible '∼의 책임을 지는‘  

revengeful revenge는 복수 그렇다면 revengeful은 ‘복수심에 불타는’ 

romantic '낭만적인‘ 

sad 슬프지 이 단어모르면.. 

self-critical '자기비판적인‘ 

self-reliant reliant는 ‘의존하는’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self-satisfied '자기 만족의‘ 

serious '진지한‘ ’심각한‘ 

sociable society는 ‘사회’말고 ‘사교계‘라는 뜻도 있다 socible은 ’사교성 있는’ 

solemn '엄숙한‘ 

still 부사일 때는 ‘아직도’이지만, 가끔 형용사로 나올 때도 있는데 , 이 때는 ‘움직이지 않는’이다. 

technological 기술적인 

terrible  '끔찍할 정도로 나쁜‘ ’끔찍한‘ 

thoughtful 생각에 잠긴, 생각이 깊은, 사려깊은  

threatened threaten(위협하다)을 당한 상태가 threatened이다. 

tropical '열대의‘ 

valuable value(중요사히다, 가치)에서 나온 단어. ‘값비싼’ 혹은 ‘귀중한’ 

worried 동사(worry)에서 ‘나온단어 걱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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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정리 - 

advertise '광고하다‘ 명사형은 advertisement. 줄여서 ad이다. 

advise '충고하다‘ 

approach '접근하다‘ ’다가가다‘ 

blame '비난하다‘ ’∼의 잘못이하고 주장하다‘ 

compete '경쟁하다‘ 

complain '불평하다‘ 명사형은 complaint 

criticize '비판하다‘ 나쁘게 말하면, ’잘못된 점을 얘기하다‘ 

desire '∼하고 싶은 것‘ ’∼하고 싶다‘ 

direct 
direction이 ‘방향’인 것을 생각하다. direct는 ‘방향을 잡아주다’이다. 쉽게 말하면, 

‘지휘하다’ ‘관리하다’이다 

draw '그림을 그리다‘ ’끌어당기다‘ 

두채urage '고무시키다‘ 용기을 불어넣다. 

fail '실패하다 ‘낙제하다’ 

follow '뒤에서 쫓아가다‘ 

forget '잊다‘ 

grow '자라다‘ ’성장하다‘ grow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하게 되다.‘ 

improve '개선하다‘ ’더욱 좋게 하다‘ 

laugh '웃다‘ 상황에 따라서는 ’비웃다‘ 

matter '중요하다‘ ’상관있다‘ 

nurture 부모가 아기를 키우는 것과 관련하여 ‘키우다’ ‘보살펴주다’ 

praise ‘칭찬하다‘ 

raise '위로 올리다‘ ’아이를 기르다‘ ’문제를 제기하다‘ ’돈을 모으다‘ 

recognize '전에 본 사람이나 사물을 알아보다‘ ’인정하다‘ 

refuse '거절하다‘ 

regret '후회하다‘ 

remain '가지 않고 남아 있다‘ ’ 계속 그 상태로 남아있다‘ 

remove '제거하다‘ ’없애다‘ 명사형은 removal 

report '보고하다‘ ’보도하다‘ 

require '요구하다, 필요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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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in ∼으로 끝나다, 귀착하다. 

scold '꾸짖다‘ 

sustain '계속유지하다.‘ 

take action '행동을 취하다‘ ’조치를 취하다‘ 

take care of '∼을 돌보다' 

value '가치‘ ’소중히 여기다‘ ’가치를 평가하다‘ 

warn '경고하다‘ 명사형은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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