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01. follow 따라가다

1402. follower 신봉자. 팔로워

1403. folly 어리석은

1404. folk 사람들, 민속음악, 민요

1405. tale 이야기

1406. folk tale 설화, 전설

1407. step 걸음, 단계

1408. steps 계단

1409. stepmother 새어머니, 의붓어머니, 계모

1410. staff 직원, 스태프

1411. staffing 직원 채용

1412. soap 비누

1413. soup 스프

1414. soup kitchen 무료급식소

1415. shop 숖, 가게

1416. souvenir 기념품

1417. souvenir shop 기념품가게

1418. soul 소울, 혼, 정신

1419. sound 사운드, 소리

1420. source 소스, 근원, 자료출처



1421. recipe 레시피, 조리법

1422. reciprocal 상호간의

1423. recital 리사이틀, 발표회

1424. agree 어그리, 동의하다

1425. agreement 동의

1426. cult 추종, 광신적 종교집단, 의식

1427. culture 문화, 재배, 사육, 배양균

1428. cultivate 경작하다, 기르다

1429. agriculture 농업

1430. wait 기다리다

1431. waiting 웨이팅, 기다림, 대기

1432. waiter 웨이터

1433. waitress 웨이트리스, 여자 종업원

1434. wave 웨이브, 파도, 물결

1435. waver 약해지다, 흔들리다, 망설이다

1436. waive 포기하다

1437. waver 포기

1438. waist 웨이스트, 허리

1439. wail 울부짖다, 통곡하다

1440. wailing wall 통곡의 벽



1441. wall 벽

1442 wallet 지갑

1443. wallop 강타, 강하게 치다

1444. low 낮은, 아래 부분의

1445. wallow 뒹굴다

1446. mom 맘, 엄마

1447. moment 모멘트, 잠시, 순간

1448. momentum 모멘텀, 탄력, 가속도, 운동량

1449. momentous 중대한

1450. certain 확실한, 어떤

1451. certification 서티피케이션, 증명서, 자격증, 면허증

1452. ceremony 세레모니, 의식, 격식

1453. tom 수컷고양이, 기업가, 강자

1454. jerry 육체 노동자, 약자

1455. tom and jerry 톰과 제리, 강자와 약자

1456. jelly 젤리, 젤리사탕

1457. tomb 튬, 무덤

1458. thumb ㅅ드엄, 엄지

1459. tomato 토마토

1460. tomorrow 내일



1461. boil 끓이다, 끓다

1462. boiler 보일러

1463. boiling 푹푹 찌는

1464. poem 시

1465. poet 시인

1466. poetry 시, 우아함

1467. soft 부드러운

1468. ware 물건, 제품

1469. software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1470. hard 딱딱한, 단단한

1471. hardware 하드웨어, 컴퓨터

1472. hug 허그, 껴안다, 포옹하다

1473. huge 막대한, 엄청나게 큰

1474. teddy 테디

1475. bear 베어, 곰, 견디다, 낳다

1476. teddy bear 테디 베어, 곰인형

1477. tedious 지루한 싫증나는

1478. tedium 지루함, 싫증

1479. life 삶, 생활

1480. tedium of everyday life 일상생활의 지루함



1481. so 그래서, 그렇게 너무

1482. so so 그저 그래

1483. far 멀리, 오래 전에, 한참 지나도록

1484. so far 지금까지

1485. so far, so good 지금까지는 괜찮다, 순조롭다

1486. so far as to ~ 정도까지

1487. I go so far as to dance 나는 춤까지 춘다

1488. sofa (거실의) 소파

1489. doubt 의심, 의문, 의심하다

1490. doubtful 의심스러운

1491. double 더블, 두배

1492. check 체크하다, 확인하다

1493. double check 더블 체크, 다시 확인하다

1494. double room 이인실

1495. guard 가드, 경비, 지키다

1496. guarantee 개런티, 보증하다

1497. guide 가이드, 안내, 안내책자

1498. rail 레일, 철도, 난간

1499. guide rail 가드 레일, 안전 난간

1500. railway 철로, 철길



1501. fix 고정시키다, 수리하다

1502. fixation 고정, 집착

1503. fiction 소설, 허구

1504. nonfiction 논픽션, 허구가 아닐 실제 작품

1505. fickle 변덕스러운

1506. picture 픽쳐, 그림, 사진

1507. picnic 피크닉, 소풍

1508. pickle 피클, 절인 오이 같은 거

1509. fish 물고기

1510. pickled fish 젖갈

1511. station 스테이션, 역, 정거장, 정지한 곳

1512. stationary 정지된, 변하지않는

1513. stationery 문방구, 문구류

1514. state 상태, 나라, 정부, 진술하다

1515. statement 진술, 진술서, 성명서

1516. statesman 정치인

1517. medium 미디움, 중간 크기의, 매질, 매개체

1518. medium size 중간 치수

1519. medicine 메디신, 의학, 의료, 약물

1520. medical 메디칼, 의료의, 내과의, 종합검진



1521. owen 오언, 남자이름, 영국축구선수

1522. owe 빚지다. 신세를 지다, ~ 해야 한다고 여기다

1523. ow 아야, 악

1524. own 오운, 자신의 것, 소유하다

1525. owner 오우너, 소유자

1526. ownership 소유, 소유권

1527. owl (오울 오울우는) 올빼미

1528. owlet 올빼미 새끼

1529. minor 마이너, 작은, 단조의, 부전공

1530. minority 마이너리티, 소수 집단, 미성년

1531. report 리포트, 보고서, 보도하다,

1532. minority report 반대 의견서, 소수 의견서

1533. reporter 리포터, 기자

1534. major 메이져, 다수의, 중요한, 전공

1535. majority 메이져리티, 다수

1536. majors 메이져, 업계 최대

1537. majoritarian 메이져리타리언, 다수결 주의, 말없는 다수

1538. hero 히어로, 남자 영웅, 남자 주인공

1539. heroine 헤로인(히로인), 여자 영웅, 여자주인공

1540. heroin 헤로인, (헤롱 헤롱해지는) 마약



1541. comic 코믹, 웃긴, 만화책

1542. comedy 코미디, 희극

1543. comet 코멧, 혜성

1544. coma 코마 상태, 혼수 상태, 솜털

1545. super 슈퍼, 대단히 뛰어난, 넘어선, 경찰 서장

1546. superman 슈퍼맨

1547. market 마켓, 시장

1548. supermarket 슈퍼마켓

1549. superior 우수한, 상급의

1550. superficial 깊이 없는 얄팍한

1551. supervisor 슈퍼바이저, 감독관, 관리자

1552. hyper 하이퍼, 흥분한, 과대 선전의

1553. hypermarket 하이퍼마켓, 대형 슈퍼마켓

1554. tension 텐션, 긴장, 팽팽함, 장력

1555. hypertension 고혈압

1556. ultra 울트라, 극도의 엄청 조과하는

1557. sound 소리

1558. ultrasound 울트라사운드, 초음파

1559. violet 바이오렛, 보라색, 자색, 제비꽃, 여자이름

1560. ultraviolet 자외선 .



1561. infra 아래에, 인프라, 사회 기반 시설

1562. red 붉은색, 적색

1563 infrared 적외선의

1564. structure 스트럭쳐, 구조, 건축물

1565. infrastructure 인프라, 인프라스트럭쳐, 사회 기반 시설

1566. break 부서지다, 고장나다

1567. broke 무일푼의, 빈털터리의, 깨어지다break의 과거

1568. broken 브로큰, 깨어진, 고장난

1569. broken hearted 깨어진 심장, 슬픔에 잠긴, 실연당한

1570. broker 브로커, 중개인

1571.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1572. expectation 기대, 예상

1573. expert 엑스퍼트, 전문가

1574. expertise 전문 기술

1575. language 랭귀지, 언어

1576. land 육지, 땅, 시골

1577. landscape 풍경, 경치

1578. express 표현하다, 빠른

1579. express train 급행 열차

1580. expression 표현, 표정, 수학식



1581. convenient 컨비니언트, 편리한, 접근하기 좋은

1582. store 스토어, 가게, 저장창고, 백화점

1583. convenient store 편의점

1584. convenience 편의, 편리, 편의 시설

1585. convent 컨벤트, 수녀원

1586. conventional 컨벤셔널, 관습적인, 전통적인

1587. convention 관습, 관례, 조약, 회의

1588. convention center 컨번션 선터, 대회의장 건물

1589. sub 아래의, 후보선수, 보조

1590. way 길, 방법

1591. subway 서브 웨이, 지하철, 지하도

1592. marine 마린, 바다의, 해병대

1593. submarine 서브 마린, 잠수함

1594. travel 트라벌, 여행하다

1595. traverse 가로지르다, 횡단하다

1596. summer 여름

1597. sum 섬, 더하다, 합계

1598. summary 서머리, 요약, 개요

1599. summit 써밋, 산꼭대기, 정상, 정상 회담

1560. summon 법원으로 소환하다, 부르다, 회의를 소집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