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study 공부, 연구

2. study hall 자습실

3. study group 공부 그룹

4. student 학생

5. school 학교

6. school of fish 물고기떼

7. schol 장학금

8. scholar 학자

9. ship 배

10. scholarship 장학금

11. lead 이끌다, 앞장서다

12. leader 지도자, 리더

13. leadership 지도력

14. enter 들어가다

15. entry 들어감, 참가

16. france 프랑스

17. ant 개미

18. entrance 입구

19. trance 신들림, 최면상태

20. through 통하여, 지나서



21. throughly 철저히

22. throughout 첨부터 끝까지, 모조리

23. park 공원, 주차장

24. parking 파킹, 주차

25. pass 통과하다, 합격하다. 패스

26. parking pass 주차권

27. lot 많은, 땅, 부지, 추첨, 당첨

28. a lot of 많은

29. parking lot 주차장

30. lotto 로또, 6개숫자 복권

31. could 할수있다

32. should 해야만 한다

33. would 하곤 했다

34. lief 기뻐하는, 좋아하는, 기꺼이

35. belief 믿음

36. believe 믿다 , believe in 믿다.

37. eye 눈,

38. sight 보기, 시력, 관광지, 풍경

39. eyesight 시력

40. eye of typhoon 태풍의 눈



41. cyclone 사이크론

42. hurricane 허리케인

43. hurry 서두르다 hurry up 서두르다

44. beauty 미인, 아름다움

45. shop 가게, 숖

46. beauty shop 미장원

47. beautiful 아름다운

48. left 왼쪽,

49. left hand 왼손잡이

50. right 오른쪽, 옳은, 권리

51. right hand 오른손잡이

52. leave 떠나다. 남겨두고 가다

53. left 남았다, 떠났다(leave 의 과거)

54. note 적다, 메모, 지폐

55. notebook 공책, 수첩

56. pad 받침대, 패드

57. notepad 떼어쓰는 노트,

58. table 테이블, 고원, 표

59. multi 많은, 다양한

60. multiply 곱하다, 늘어나다



61. multiplication table 구구단표

62. content 내용, 콘텐츠

63. table of contents 목록, 목차

64. content 만족한 content with 만족한

65. tent 텐트, 천막

66. mom 엄마 mother

67. pop 아빠 father

68. mom and pop 부부가 운영하는, 영세한 자영업

69. pop 뻥소리, 툭 튀어 나오다.

70. pop corn 팝콘 , 튀긴 옥수수

71. pop music 대중음악, 팝, 팝송

72. musician 음악가

73. musical 뮤지컬

74. mean 의미하다,

75. meaning 의미

76. mean 평균, 평범한

77. average 평균

78. means 수단,

79. by means of  – 의해서  

80. take 잡다 , 시간이 걸리다



81. take out 음식을 싸가다

82. take off 벗다

83. put on 입다

84. put off 벗다, 미루다

85. put out 끄다

86. turn 돌리다

87. turn off 끄다

88. turn out 끄다, 드러나다

89. turn on 켜다

90. turn 차례, 순번

91. it’s your turn now. 이제 니 차례야

92. draw 그리다

93. drawing 그림

94. draw 끌다, 잡아당기다

95. drawer 서랍

96. course 코스, 과정, 과목

97. of course 물론

98. day 하루, 낮

99. light 빛, 밝게하다, 가벼운

100. daylight 햇빛



101. Saturn 토성, 농사의신(고대로마)

102. Saturday 토요일

103. pull 당기다

104. pulley 도르래

105. push 밀다

106. sleeve 소매, 슬리브

107. sleeveless 민소매

108. final 결승전 , 마지막의

109. finale 피날레, 마지막 곡, 마지막 대단원

110. finally 드디어, 마침내

111. score 점수, 스코어

112. soccer 축구, 사커

113. match 경기

114. return 돌아오다

115. return match 설욕전

116. match 어울리다, 결혼하다

117. matching 매칭, 어울리는

118 match 성냥

119. safe 안전한, 세이프(야구)

120. safety 안전



121. safety match 안전 성냥

122. much 많은, 많음

123. too 너무

124. too much 너무 많은

125. busy 바쁜, 통화중

126. busyness 분주함, 바쁨

127. business 장사, 일

128. ignore 무시하다

129. ignorance 무시, 무지, 무식 ignorance of – 에 대해 무지함 

130. fore 앞에 있는, 앞부분

131. foreign 외국의,

132. foreigner 외국인

133. dome 돔, 둥근 지붕

134. domestic 가정의, 국내의

135. com 함께,

136. pan 프라이팬, 자루달린 냄비

137. company 사귐, 친구, 회사

138. in company with 와 함께

139. join 참여하다, 합치다

140. join company with -와 함께 어울리다



141. keep 유지하다

142. keep company with -와 교제하다

143. part 벗겨지다, 떼어놓다, 떠나다

144. part company with -와 절교하다

145. part 일부분, 한편

146. party 파티, 같은 패, 정당

147. pizza 피자

148. pizzazz 활기, 생기

149. face 얼굴, 표면, 향하다

150. facebook 얼굴 사진첩, 페이스북

151. surface 표면

152, pizza face 여드름난 얼굴

153. house 집, 국회 의사당

154. white house 백악관, 미국 대통령관저

155. pizza house 피자가게

156. cook 요리하다. 요리사

157. cookie 쿠키, 과자

158. oven 오븐, 솥

159. mine 내 것

160. deter 막다 deter from 그만두다 ,



161. determine 결심하다, 결정하다

162. mine 광산

163. miner 광부

164. mineral 광물, 미네랄,

165. examine 조사하다, 시험하다

166. exam 시험

167. examination 시험, 검사, 조사

168. paper 종이, 논문, 신문

169. news 뉴스, 소식

170. newspaper 신문

171. examination paper 시험문제지, 답안지

172. query 질문, 의문

173. quest 탐구, 추구

174. question 질문하다, 문제

175. examination question 시험문제

176. deci 10분의 1

177. decimal 소수, 십진법

178. point 점, 요점, 핵심,

179. decimal point 소수점

180. decagon 10각형



181. decade 10년

182. december 12월

183. way 길, 방법

184. all 모두 다

185. always 항상

186. any 어떤 것이든지

187. body 몸통, 사람

188. anybody 누구든지

189. anyway 어쨌든

190. ho 웃는 소리, 호호호

191. nest 둥지

192. honest 정직한

193. honesty 정직

194. ever 언제나, 이전에, 지금까지

195. forever 영원히

196. never 결코 ~아니다

197. lie 거짓말

198. liar 거짓말쟁이

199. lie 눕다

200. lier 누워있는 사람



201. desert 데저트(발음), 사막

202. Sahara desert 사하라사막

203. desert 디저~트(발음), 버리다, 탈영하다

204. deserter 탈영병

205. dessert 디저트, 후식

206. stretch 스트레치, 늘어나다. 잡아당기다

207. stress 스트레스, 강조하다

208. cross 건너다, 교차하다, 십자가, x표

209. red cross 적십자

210. crossing 횡단, 사거리

211. across 가로질러서

212. crow 까마귀, 꺄르르 울다

213. crop 농작물, 수확, 머리깎기, 잘라내다.

214. north 북쪽

215. northern 북쪽의

216. south 남쪽

217. southern 남쪽의

218. east 동쪽, 동양

219. easter 부활절

220. eastern 동쪽의, 동양의



221. west 서쪽, 서양

222. western 서쪽의, 서양의

223. fee 요금, 수수료

224. coffee 커피

225. coffin 관, 널

226. fin 지느러미,

227. shark 상어

228. shark’s fin 상어지느러미요리

229. pin 바늘 핀, 골프핀, 볼링핀

230. hairpin 머리핀

231. chat 잡담, 수다떨다,

232. chatting 채팅

233. know 알다

234. known 알려진, 유명한

235. edge 가장자리, 끝, 테두리, 변두리, 엣지

236. ledge 턱, 베란다,

237. knowledge 지식

238. answer 답하다, 응답

239. guess 추측하다

240. guest 손님, 게스트



241. many 많은

242. fold 겹치다. 주름, ~배

243. folder 폴더, 접는 인쇄물

244. three-fold 3배

245. manyfold 여러겹으로

246 manifold 다양한, 다양성

247. moss 이끼

248. mosquito 모기

249. mosque 회교사원, 모스크

250. class 수업, 계급

251. classic 고전적인, 클래식, 일류의

252. room 방, 여지, 공간

253. roomy 넓직한, 헐렁한

254. classroom 교실

255. there 거기

256. therefore 따라서, 그래서

257. here 여기

258. here and there 여기저기, 때때로

259. here and now 지금 당장

260. hereby 이것에 의해서, 이에



261. move 움직이다, 이사하다

262. mover 움직이는 것, 이사짐 업자

263. moving 움직이는, 감동적인

264. remove 이사, 제거하다, 해고하다

265. movie 영화, 무비

266. post 기둥, 말뚝,

267. fence 담장, 펜스

268. fence posts 담장 기둥들

269. post 붙이다, 게시하다

270. poster 포스터, 벽보

271. post 우편, 우체국

272. postal 우편의, 우체국의

273, postal code 우편번호

274. vote 투표

275. postal vote 부재자투표, 우편 투표

276. above 위에

277. above all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것 위에

278. bed 침대, 무덤, 지층

279. go to bed 자다,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말고 가서 잠이나 자라

280. bedding 침구류, 화초심기



281. par 골프 기준 타수, 파, 같은 수준, 평균

282. parr 연어 새끼

283. parrot 앵무새

284. imitate 흉내내다, 모조하다

285. imitation 이미테이션, 모조품, 가짜

286. hu 하바드대학 약자 Harvard university

287. man 남성, 맨, 남자 하인

288. men 남자들, 멘

289. woman 여성

290. women 여성들, 위민

291. human 사람, 인간다운

292. humanity 인간다운 품성, 인정, 휴머니티

293. kind 친절한, 종류

294. mankind 인류

295. pee 소변, 오줌 누다

296. peep 틈으로 엿보다, 훔쳐보기

297. peeper 엿보는 사람, 사설 탐정

298. peer 자세히 보다

299. peer 동료, 친구, 귀족

300. speech 말하기, 연설, 스피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