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1. pea 완두콩

302. peat 진흙 덩어리

303. repeat 반복하다

304. plea 탄원, 호소, 변명

305. please 제발, 기쁘게 하다

306. pleasure 기쁨, 즐거움, 쾌락

307. cou 여자, 처녀

308. court 법원, 테니스 코트, 안마당

309. judge 재판관, 심판

310. guild 길드, 유럽 중세시대 상인,수공업자 조합

311. guilt 죄, 죄책감

312. guilty 유죄의, 죄가 있는

313. inn 여관

314. cent 센트, 동전 한닢

315. innocent 무죄의, 결백한, 순진한

316. nocent 해로운, 유죄의

317. end 끝

318. send 보내다.

319. jail 감옥

320. jailbird 상습범,



321. add 더하다

322. addition 덧셈, 추가

323. additional 추가된

324. tax 세금

325. additional tax 부가세

326. aid 도와주기, 지원, 원조

327. aide 측근, 보좌관, 참모

328. aids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329. ice 얼음

330. icebox 아이스박스, 냉장고, 독방, 교도소, 영안실

331. iceberg 빙산

332. dice 주사위

333. nice 좋은, 나이스

334. rice 쌀

335. vice 사악함, 그 다음의 , 부 – 

336. side 옆, 면

337. reside 살고 있다. 거주하다

338. resident 주민, 레지던트, 살고 있는

339. president 대통령, 회장, 사장,

340. vice president 부대통령, 부회장



341. shampoo 샴푸

342. rinse 린스, 헹구다

343. prince 왕자, 프린스

344. principal 교장, 주요한, 원금

345. vice principal 교감, 부교장

346. close 닫다, 가까운

347. closet 벽장, 헛간, 사적인, 비밀의

348. closing 끝냄, 마감, 닫음, 끝내는

349. closing time 폐점 시간, 마감 시간

350. closing hour 퇴근 시간

351. door 문, 현관

352. next 다음의

353. next door 옆집

354. out 밖의, 밖으로, 나가다

355. outdoor 야외의

356. outdoor sports 야외 스포츠

357. be 이다, 있다, 존재하다

358. being 존재, 생물

359. bee 벌

360. beef 소고기



361. hind 뒤쪽의

362. behind 뒤의, 숨겨진

363. story 이야기, 스토리

364. behind story 뒷이야기, 숨겨진 이야기

365. star 별, 인기배우, 스타

366. start 출발, 시작, 스타트

367. stare 응시하다, 노려보다, stare at 응시하다

368. let 내버려두다, 하도록 시키다, 세놓다

369. letter 편지, 글자, 문서

370. ear 귀, 식물의 이삭

371. bear 곰, 참다, 견디다, 낳다, 열매 맺다

372. beer 맥주

373. dear 친애하는, 사랑스러운

374. deer 사슴

375. fear 두려움, 공포 , 근심

376. gear 기어, 톱니바퀴

377. hear 듣다.

378. hearing 듣기, 청력

379. near 가까운, 근처의

380. nearby 근처의, 이웃의



381. pear 먹는 배, peer 동료, 자세히 보다

382. rear 뒤, 뒤의, 기르다, 양육하다.

383. tear 눈물, 찢어짐, 찢다. 찢어지다

384. wear 입다, 닳다, 착용, 의류, 다 닳음

385. worn 닳아서 해진, 낡은

386. everyday 매일

387. everyday wear 평상복

388. travel 여행

389. travel wear 여행복

390. year 연도, 나이

391. yearn 몹시 하고 싶어하다, 불쌍히 여기다

392. earn 돈벌다, 얻다,

393. crazy 미친

394. craziness 광기

395. tie 묶다, 인연, 동점, 비기다

396. neck 목

397. necktie 넥타이

398. tree 나무,

399. three 셋

400. three-D 삼차원의, 입체



401. me 나를, 나에게

402. met 만났었다.

403. metal 금속, 메탈

404. cha 마시는 차, (티 tea)

405. chain 체인, 쇠사슬, 체인점,

406. eel 뱀장어

407. feel 느끼다, 촉감

408. feeling 감각, 감정, 느낌,

409. heel 힐, 발뒤꿈치, 하이힐구두

410. peel 껍질을 벗기다, 옷을 벗다

411. peeling 껍질 벗기기, 벗겨진 껍질

412. reel 실을 감다. 릴낚시, 비틀거리다

413. hurt 다치게 하다, 상처입은

414. arm 팔, arms 무기

415. army 군대, 육군

416. armor 갑옷,

417. sudden 갑작스러운

418. suddenly 갑자기

419. urge 다그치다, 강요하다, 충동

420. urgent 긴박한



421. ill 아픈

422 chill 차가운, 오싹한, 냉기

423. chiller 냉각장치, 공포물, 스릴러물

424. thrill 오싹하게 하다, 스릴, 전율

425. thriller 스릴러물, 흥미진진한 사건

426. stand 서다, 전기 스탠드

427. window 창문

428. win 승리하다

429. wind 바람

430. widow 미망인, 과부

431. uncle 삼촌, 아저씨

432. uncle sam 미국 정부, 전형적인 미국인(빼빼마른 흰수염 모자쓴 키큰 남자)

433. police 경찰

434. off 떨어진, 벗어난, 전기, 가스가 끊어진, 식량이 다 떨어진

435. office 사무실, 관청

436. official 공무원, 공식적인

437. set 세트, 무대장치, 놓다, 설치하다

438. setting 세팅, 무대장치

439. upright 똑바로 선,

440. enough 충분한



441. fly 날다, 파리

442. butter 버터

443. butterfly 나비

444. flee 도망치다, 빨리 움직이다

445. fleet 빨리 움직이는, 함대, 해군, 선단

446. fry 튀기다, 프라이, 튀김

447. fried 튀긴, 프라이한

448. free 자유로운, 공짜의, 자유롭게 하다, free of ~ 없는

449. freedom 자유, 해방, 면제

450. one 원, 하나, 유일한

451. only 오로지, 하나뿐인

452. lone 단하나의, 혼자의, 쓸쓸한

453. lonely 고독한, 쓸쓸한, 동행이 없는

454. alone 혼자, 홀로, 단지(only)

455. cause 이유, 원인, 원인이 되다, 야기하다

456. because ~때문에 because of ~ 때문에

457. vacate 비우다, 물러나다

458. vacant 빈, 비어있는 공석인

459. vacation 휴가, 방학

460. vacuum 진공, 진공 청소기, 공허함



461. kite 연, 솔개

462. bite 물다, 한입 분량

463. heat 열

464. shade 그림자

465. ape 유인원

466. cape 케이프, 망토, 곶

467. escape 탈출하다

468. cap 모자, 뚜껑, 우두머리

469. row 줄서 있는 것, 노젓기

470. throw 던지다

471. ball 공

472. tempo 탬포, 속도

473. temple 절, 신전

474. wall 벽

475. walk 걷다

476. viz 청바지 ( Levi’s )

477. sit 앉다,

478. seat 좌석, 자리

479. visit 방문하다

480. visitor 방문자



481. ship 배

482. worship 숭배하다

483. Buddha 부처, 석가모니

484. gas 가스, 기체

485. gassing 독가스 공격, 가스발생

486. stove 난로, 스토브

487. use 사용하다

488. useless 쓸모없는

489. knock 노크하다

490. pie 파이

491. piece 한조각, 파편

492. a piece of paper 종이 한장

493. pea 완두콩

494. ace 에이스, 고수, 제 1인자

495. peace 평화

496. app 앱, 응용프로그램

497. apple 사과

498. pineapple 파인애플

499. join 결합하다, 참가하다

500. joint 관절, 조인트, 이음매, 합동의



501. din 크고 씨끄러운 소리

502. dinner 저녁, 만찬

503. night 밤

504. tonight 오늘밤, 투나잇

505. day 낮, 하루

506. today 오늘, 투데이

507. end 끝

508. lend 빌려주다

509. erase 지우다, 무효로 하다

510. eraser 지우개

511. get 가지다

512. forget 잊다.

513. give 주다

514. forgive 용서하다, 면제하다

515. well 좋은, 우물

516. well being 행복, 복지, 웰빙

517. super 뛰어난

518. market 시장

519. supermarket 슈퍼마켓

520. superior 뛰어난, 우월한, 윗사람



521. home 홈, 집, 가정, 고향

522. round 둥근, 한바퀴, 회, 둘레에

523. around 주위에, 대략,

524. slide 슬라이드, 미끄러지다, 활주로

525. glide 글라이드, 활공하다, 미끄러지다.

526. phew 아이고, 피유, 안도의 한숨

527. nephew 조카

528. sister 여동생, 자매

529. sisterhood 자매관계, 여자 수도회

530. son 아들

531. daughter 딸

532. joy 기쁨

533. pare 껍질을 벗기다

534. parent 부모

535. trick 손재주, 흉계, 트릭, 속이다

536. bit 조금, 약간

537. bit by bit 조금씩

538. rabbit 토끼

539. cool 멋진. 시원한

540. cooler 아이스박스, 청량음료, 교도소



541. hat 모자

542. hate 싫어하다

543. magic 매직, 마술

544. cater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다

545. pill 알약

546. pillar 기둥

547. caterpillar 애벌레

548. hell 지옥

549. shell 조개, 껍질, 폭탄

550. nail 손톱, 못

551. nail art 손톱 그림

552. snail 달팽이

553. turtle 거북이

554. vase 꽃병, 항아리

555. full 가득한

556. flower 꽃

557. flour 밀가루

558. tow 견인차, 견인하다

559. tower 타워, 탑, 고층 건물

560. towel 타올, 수건



561. cast 주사위 던지다, 그림자 던지다.

562. castle 성, 대저택

563. each 각각

564. four 넷

565. foul 파울, 반칙, 나쁜

566. corn 옥수수

567. popcorn 팝콘

568. corner 코너, 모서리, 구석

569. rose 장미

570. cross 건너다, 십자가

571. crossing 교차로, 네거리, 횡단

572. across 가로질러서

573. street 길, 거리, 도로

574, cat 고양이

575. catch 잡다, 잡히다, 뜻을 알아차리다.

576. plan 계획

577. plant 식물

578. grow 자라다

579. grown 성장한, 성숙한, 어른의

580. growl 으르릉거리다



581. heard 들었다.

582. beard 턱수염

583. must 해야만한다, 일 것이다

584. ache 아프다, 통증, 하고 싶어 하다

585. mustache 머스타쉬, 콧수염

586. heart 하트, 심장, 애정

587. heartache 마음의 고통, 속병, 속앓이, 고민

588. headache 두통, 골치거리

589. stomach 위, 배

590. stomachache 복통, 배탈,

591. order 주문하다, 명령하다, 순서, 주문, 명령

592. in order to 을 위하여

593. beat 때리다, 이기다, 비트, 북을 치다

594. feat 위업, 공적

595. defeat 패배시키다.

596. feature 외모, 특징, 출연하다

597. feather 깃털

598. among 가운데, 중에

599. favor 찬성하다. 선호하다, 선의, 호의

600. favorite 종아하는, 선호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