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1. ware 제품, 물건, 도자기

1202. hard 하드한, 딱딱한

1203. hardware 하드웨어, 장비, 무기, 컴퓨터

1204. soft 소프트한, 부드러운

1205. software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1206. warehouse 웨어하우스, 도매점, 창고

1207. beg 구걸하다, 부탁하다

1208. begging 구걸, 호소

1209. beggar 거지

1210. begin 시작하다

1211. beginning 시작

1212. beginner 비기너, 초보자

1213. wash 워시(영), 와시(미), 씻다, 세탁하다

1214. washing 와싱, 세탁, 세탁물

1215. washer 워셔, 와셔, 세탁기

1216, washroom 워시룸, 와시룸, 화장실(toilet), 세탁실

1217. straight 스트레이트, 똑바로, 곧은 쭉 뻗은

1218. strait 스트레이트(발음 같음), 해협, 경제적 어려움, 좁은 곳

1219. stretch 스트레치, 늘이다, 늘어나다

1220. stretchable 늘어날 수 있는, 펼 수 있는



1221. head 머리, 지도자

1222. heading ~로 향하다, 방향, 헤딩, 머리받기

1223. ahead 앞서서, ~ 앞에

1224. stupid 스투피드, 멍청한, 멍청이

1225. stub 토막, 꽁초, 몽당연필

1226. born 태어나다, 타고난

1227. stubborn 완고한, 고집스러운

1228. same 같은

1229. fame 명성

1230. famed 아주 유명한

1231. fameless 이름없는, 무명의

1232. famous 유명한

1233. lame 절름발이의, 다리를 저는

1234. duck 오리

1235. lame duck 레임덕, 임기말 정치인의 힘이 없어지는 현상

1236. name 이름, 네임

1237. tame 길들여진

1238. tameless 길들이지 않은, 야생의

1239. aim 목표, 목적, 조준, 겨냥

1240. aim at ~을 겨냥하다



1241. over and over 반복해서

1242. practice 실행, 실천, 관행, 습관

1243. practical 현실적인. 실제적인, 현실성있는

1244. play 놀다, 연주하다, 연극

1245 piano 피아노,

1246.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다

1247. prison 감옥

1248. prisoner 죄수

1249. prison camp 전쟁포로 수용소

1250. son 아들

1251. sonar 소나, 수중 음파 탐지기

1252. sonic 소닉, 소리의, 음속의

1253. sound 사운드, 소리, 건전한, 정상적인

1254. silk 실크, 비단

1255. silk road 실크로드, 비단길

1256. silken 비단결 같은, 부드러운

1257. hell 헬, 지옥, 제기랄, 빌어먹을

1258. hello 헬로, 안녕하세요

1259. helicopter 헬리콥터

1260. helical 나선형의



1261. cut 베다, 자르다, 헤어커트, 인하하다, 축소하다

1262. cute 큐트, 귀여운

1263. cutie 큐티, 귀여운 사람

1264. cuticle 큐티클, 단단한 껍질, 단단한 피부층

1265. cuticular 표피의, 껍데기의

1266. lion 라이온, 사자

1267. share 쉐어, 몫, 일부분, 나눠 갖다, 함께 쓰다,

1268. lion’s share 제일 좋은 부분, 알짜

1269. lioness 암사자

1270. term 텀, 기간, 학기, 용어, 일컫다

1271. termless 기한없는, 무제한의

1272. terminal 터미날, 종착역, 끝

1273. terminate 터미네이트, 끝나다, 종료되다

1274. unit 유니트, 기본 단위, 부대

1275. unique 유니크, 하나뿐인, 독특한

1276. united 연합한, 통합된

1277. unify 통합하다

1278. union 유니온, 조합, 협회, 통합, 결혼

1279. uniform 유니폼, 제복, 교복, 단체복

1280. universe 유니버스, 우주,



1281. marry 결혼하다

1282. marriage 결혼

1283. wed 결혼하다

1284 wedding 웨딩, 결혼

1285. march 마치, 3월, 행진하다

1286. wedding march 웨딩마치, 결혼 행진곡

1287. bride 신부

1288. bridegroom 신랑

1289. groom 신랑, 털을 깔끔하게 다듬다

1290. grooming 그루밍, 털을 단정하게 깍다

1291. glass 유리, 잔, 컵

1292. glasses 안경

1293. grass 풀, 잔디

1294. land 랜드, 땅, 착륙하다

1295. landing 착륙, 상륙

1296. grassland 풀밭, 초원, 목초지

1297. special 스페셜, 특별한, 특수한

1298. specification 명세, 규격, 제품 설명서, 스펙

1299. especial 특별한, 뛰어난

1300. especially 특히, 더욱, 유달리



1301. woo 지지를 호소하다, 구애하다

1302. wood 우드, 나무, 숲

1303. wooden 나무로 된, 목재의, 경직된

1304. woodpecker 딱다구리

1305. wool 울, 양털, 양모, 모직

1306. woolen 양모의 모직물의

1307. cot 아기침대

1308. cotton 코튼, 목화, 면직물, 솜

1309. cottage 카티지, 시골의 작은 집

1310. live 리브, 살다,

1311. live 라이브, 살아있는, 생방송

1312. life 인생, 삶, 생물, 목숨

1313. living 살아있는, 생활비, 생계수단

1314. living room 리빙룸 , 거실

1315. living space 생활공간

1316. lifecycle 라이프사이클, 생활 주기, 반복되는 생활

1317. lifeline 생명선, 구명 밧줄

1318. lifeguard 안전요원, 인명 구조원

1319. guard 경호요원, 가드,

1320. guardian 가디언, 후견인, 수호자



1321. cry 크라이, 울다, 울부짖다, 비명

1322. crying 울음, 울기

1323. try 트라이, 노력하다, 애를 쓰다

1324. trying 괴로운, 힘든

1325. try on 해보기, 입어 보기, 입어보다

1326. hand 핸드, 손

1327. some 섬, 조금, 어떤

1328. handsome 핸섬, 잘생긴,

1329. onion 어니언, 양파

1330. ion 이온, 전기를 띤 입자

1331. positive 파지티브, 양수의, 긍정적인, 확신하는

1332. positive ion 양이온, 플러스 입자

1333. negative 네가티브, 음수의, 부정적인, 소극적인, 거절하는

1334. negative ion 음이온, 마이너스 입자

1335. negate 효력을 없애다, 무효로 하다, 부인하다

1336. attack 어택, 공격, 폭행, 공격하다

1337. attacking forces 공격 부대

1338. attach 어태치, 붙이다, 첨부하다, 중요성

1339. attatched file 첨부 파일

1340. attachment 애착, 믿음, 지지, 부착



1341. hungry 헝그리, 배고픈, 갈망하는

1342. hunger 굶주림, 갈망

1343. hunger strike 단식 투쟁하다

1344. angry 앵그리, 화난

1345. anger 앵거, 화, 분노

1346. anchor 앵커, 닻, 뉴스진행자, 닻을 내리다

1347. sometimes 때때로,

1348. each 각각

1349. other 다른, 다른 사람

1350. each other 서로

1351. suffer 시달리다, 고통당하다

1352. suffering 고통, 괴로움

1353. suffice 충분하다

1354. sufficient 충분한

1355. supper 저녁 식사

1356. head 머리

1357. ache 통증, 아프다

1358. headache 헤드에이크, 두통

1359. stomach 스토마크, 위, 배

1360. stomach ache 복통, 위통



1361. cover 커버, 덮개, 덮다

1362. coverage 보도, 방송, 범위

1363. recover 회복하다

1364. recovery 회복

1365. jury 배심원단, 심사위원단, 임시변통의, 응급한

1366. injury 부상, 상처

1367. benefit 베네핏, 혜택, 수당, 보험금

1368. injury benefit 산재보험금

1369. soon 쑨, 곧, 머지않아

1370. as soon as 하자마자, 최대한 빨리

1371. as soon as possible 되도록 빨리, 가능한 한 빨리

1372. since 이후로, 때문에

1373. sin 죄악

1374. sincere 진실한, 진심 어린

1375. sincere apology 진심 어린 사과

1376. educate 가르치다

1377. education 에듀케이션, 교육

1378. develop 발전시키다, 개발하다, 성장하다

1379. help 도와주다, 도움

1380. hell 헬, 지옥, 제기랄, 빌어 먹을



1381. mind 마인드, 마음, 생각, 신경, 마음에 두다, 신경쓰다

1382. mine 광산, 나의 것

1383. miner 광부

1384. mineral 미네랄, 광물, 무기물

1385. mink 밍크, 모피

1386. mink coat 밍크 코트,

1387. mint 민트, 박하, 박하 사탕, 화폐주조소, 조폐국

1388. minx 깍쟁이 여자아이

1389. alive 어라이브, 살아있는, 활기 넘치는

1390. with 함께, 가지고

1391. out 밖으로, 자리에 없는

1392. without 없이, 사용하지 않고

1393. do without 없이 지내다

1394. food 푸드, 음식, 식량

1395. food chain 푸드 체인, 먹이 사슬

1396. food court 푸드 코트, 식당가

1397. fool 바보, 멍청이

1398. pool 풀, 수영장, 웅덩이, 공동 기금, 이용가능 인력

1399. poo 똥

1400. poodle 푸들개, 아첨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