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1. wit 위트, 재치

902. win 윈, 이기다, 우승하다

903. wiz 전문가, 명수

904. wish 소원, 바라다

905. wise 현명한, 영리한

906. shot 슛, 발사, 촬영, 주사

907. shoot 촬영하다, 쏘다, 발사하다, 사격하다

908. shooting 사격, 촬영

909. shooting star 별똥별, 유성

910. shut 닫다, 폐쇄하다

911. shut up 아가리 닥쳐

912. shut it 아가리 닥쳐

913. gym 짐, 헬스장, 체육관

914. gymnast 체조선수

915. gymnasium 짐나지움, 김나지움, 경기장, 체육관

916. gym suit 짐슈트, 체육복

917. gym shoe 짐슈즈, 운동화

918. bad 나쁜

919. badminton 배드민턴

920. badge 뱃찌, 증표



921. fight 퐈이트, 싸우다

922. fighter 퐈이터, 격투사, 전사

923. fighting 파이팅, 싸우는

924. fly 날다, 파리

925. flit 훨훨 날기, 야반도주

926. light 라이트, 가벼운, 밝은

927. flight 프라이트, 비행기

928. fall 떨어지다, 가을, 폭포

929. false 잘못한, 틀린, 거짓의

930. fault 잘못, 결점, 실수

931. fail 실패하다

932. failure 실패

933. pulse 펄스, 맥박, 파동, 맥박치다

934. pulse rate 맥박수

935. pulseless 맥이 없는, 생기 없는

936. pose 포즈, 자세, 제기하다

937. pose as ~ 인 체하다

938. compose 구성하다, 작곡하다

939. composer 작곡가

940. composed 차분한, 침착한



941. excuse 변명, 핑계, 용서하다, 변명하다

942. excuse me 실례합니다, 잠깐만요

943. excursion 견학, 소풍, 여행

944. excel 엑셀, 뛰어나다

945. excellent 뛰어난, 훌륭한

946. excellence 우수함, 장점

947. exceed 넘어서다, 초과하다

948. excess 지나침, 초과, 여분, 무절제

949. example 익그잼플, 예, 본보기

950. ample 풍부한, 충분한, 넓은

951. amply 충분히, 넉넉히

952. amplify 확대하다, 증폭하다

953. amplifier 엠프, 증폭기, 확대경

954. amplitude 진폭, 크기

955. German 게르만, 저만, 독일인, 독일어

956. germany 저마니, 독일

957. lady 레이디, 숙녀, 부인

958. lad 젊은이, 친구, 소년

959. lade 짐을 싣다

960. ladder 사다리



961. hug 허그, 껴안다

962. back 백, 뒤

963. back hug 백허그, 뒤에서 껴안다

964. huge 엄청나게 큰, 거대한

965. wall 벽, 장벽, 성벽

966. wallet 지갑

967. whale 고래, 즐거운

968. live 라이브, 살다, 생활하다, 생방송

969. life 라이프, 삶, 인생, 생명, 생활

970. lift 리프트, 엘리베이터, 들어올리다

971. lifter 역도선수, 드는 사람

972. heavy 헤비한, 무거운

973. heaving 들어올리기

974. heaver 지렛대

975. heaven 천국, 하늘

976. heap 쌓인 더미, 쌓다, 엄청난

977. hip 힢, 엉덩이

978. hill 힐, 언덕, 흙더미

979. crest 새 벼슬, 산마루, 꼭대기, 정상

980. hillcrest 언덕 능선, 언덕 꼭대기



981. pat 두드리다, 토닥거리다, 쓰다듬다

982. path 팻스, 길, 산책길, 경로

983. patient 환자, 참을성있는, 끈기있는

984. patience 인내성, 끈기

985. rid 없애다, 제거하다

986. get rid of ~ 제거하다

987. ride 라이드, 타다, 극복하다

988. ridge 릿지, 산맥, 굴곡에서 솟은 부분

989. bridge 브릿지, 다리, 연결 통로, 육교

990. bride 브라이드, 신부

991. groom 신랑, 털을 깎다, 그루밍, 깔끔하게 다듬다

992. bridegroom 신랑

993. landmark 랜드마크, 지역상징물

994. landman 농사꾼, 시골뜨기

995. silk 실크, 비단

996. silly 어리석은, 어처구니없는

997. silver 실버, 은

998. gold 금

999. golf 골프

1000. golem 골렘, 얼간이, 바보



1001. both 둘다

1002. bother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

1003. bathe 목욕하다, 감싸다

1004. bathe in tears 눈물에 젖어서

1005. precise 정확한, 정밀한

1006. precisely 정확히, 정밀하게

1007. precision 정확, 정밀함

1008. precious 값비싼, 귀중한, 소중한

1009. diary 다이어리, 일기, 수첩

1010. dial 다이알, 전화를 걸다

1011. die 다이, 죽다

1012. diet 다이어트, 식생활

1013. write 쓰다

1014. writer 롸이터, 작가, 작곡가

1015, written 쓰여진, 문서의

1016. wrist 손목, 가벼운 처벌

1017. wrest 비틀다, 비틀기

1018. wrestle 레슬링하다, 씨름하다

1019. wrestling 레슬링

1020. twist 비틀다, 왜곡하다



1021. twit 지저귀다, 비웃다

1022. twitter 트위터, 떨다

1023. twittery 잘 지저귀는, 떠는, 신경과민의

1024. everyday 매일

1025. talent 탤런트, 연예인, 재능

1026. talented 재능이 뛰어난

1027. scout 스카웃, 정찰하다, 찾다

1028. boyscout 보이스카웃

1029. nature 내추어, 자연, 본성

1030. natural 내츄럴, 자연의, 타고난

1031. natured ~ 성질을 가진

1032. number 넘버, 숫자

1033. numb 무감각해진

1034. bump 쿵하고 부딪히다, 충돌

1035. bumper 범퍼, 완충장치

1036. hump 혹, 둥글게하다, 둥근 언덕

1037. speed bump 과속 방지턱 (작은 사이즈)

1038. speed hump 과속 방지턱 (큰 사이즈)

1039. lump 덩어리, 혹, 한무더기, 한꺼번의, 일시불

1040. a lump of money 상당히 많은 돈, 산더미 같은 돈



1041. pill 알약

1042. pillar 기둥, 원칙

1043. pillow 베개

1044. pillage 약탈하다, 약탈품

1045. pilot 파일럿, 조종사, 비행사

1046. plot 플롯, 음모, 줄거리, 구상

1047. plotter 공모자

1048. plotting 구획정리, 제도

1049. plotline 줄거리, 구상

1050. dull 지루한, 둔한

1051. dullard 얼간이, 멍청이, 바보

1052. dullness 둔함, 불경기, 침체

1053. none 아무도 없다, 조금도 없다

1054. lack 부족한, 모자라다

1055. lack of ~ 부족하다

1056. lecture 렉츄, 강의, 훈계, 설교

1057. circle 서클, 원

1058. circus 서커스

1059. circuit 서큐트, 회로, 순회, 순환

1060. lecture circuit 순회강연



1061. tire 피곤하게하다, 지치다, 타이어, 자동차 바퀴

1062. tired 피곤한, 싫증난, 지친

1063. tire of ~에 지친, ~에 싫증난

1064. tireless 지칠줄 모르는

1065. audio 오디오, 음성의

1066. audient 듣는, 경청하는

1067. audience 관객, 청중, 시청자

1068. rate 비율, 요금, 속도

1069. audience rate 시청률

1070. vide ~을 보라, 참조하라

1071. video 비디오, 영상

1072. bar 막대기, 술집, 바

1073. barn 헛간, 외양간, 차고

1074. bare 노출된, 드러난, 벌거벗은

1075. bark 개가 짖다, 고함치다, 나무껍질

1076. ancient 고대의, 오래된, 옛날의

1077. ancient times 고대

1078. civil 시민의, 민간의

1079. civilise = civilize 문명화하다

1080. civilization 문명, 문명사회



1081. city 시티, 도시

1082. civic 시민의, 도시의

1083. center 센터, 중심

1084. civic center 도시중심부

1085. cover 커버, 덮다. 가리다

1086. covert 비밀의, 은밀한

1087. coverage 보상범위, 적용범위, 취재

1088. coverall 커버올, 전체를 덮는, 포괄적인

1089. camp 캠프, 수용소, 훈련소, 야영지, 진영

1090 campo 대초원

1091. campus 캠퍼스, 대학교 교정

1092. camping 캠핑, 야영생활

1093. campaign 캠페인, 선거운동

1094. fund 펀드, 자금, 투자하다

1095. campaign funds 선거 자금, 정치 자금

1096. funding 펀딩, 재원, 자금제공

1097. fundus 밑바닥, 기저부

1098. fundament 기본원리, 항문

1099. fundamental 펀더멘탈, 근본적인, 기본적인

1100. fundamental knowledge 기초지식



1101. spring 봄, 솟다, 샘물, 스프링, 용수철

1102. springy 용수철같은, 탄력있는

1103. springe 덫, 덫을 놓다

1104. sprig 어린 가지

1105. sprint 전속력으로 달리다, 전력질주

1106. sprinter 스프린터, 단거리선수

1107. sprinkle 물을 뿌리다. 물을 주다

1108. spray 스프레이, 뿌리다

1109. out 아우트, 밖으로 나오다, 나가다, 벗어나다

1110. sprout 새싹, 싹이 나다

1111. bean 빈, 콩

1112. bean sprout 콩나물

1113. beanball 빈볼, 일부러 타자 몸에 맞도록 던진 공

1114. gain 게인, 얻다,

1115. gainst ~ 반대로, 대항하여

1116. again 어게인, 다시

1117. again and again 몇번이고 되풀이해서

1118. against ~ 반대로, 대항하여

1119. against the law 법을 위반하는

1120. against the wall 벽에 기대어



1121. smoke 스모그, 흡연, 연기, 운무

1122. smoker 담배피는 사람, 흡연자

1123. smokey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

1124. smoking 흡연, 연기나는

1125. ban 금지, 반대

1126. smoking ban 흡연금지

1127. band 밴드, 그룹, 악단

1128. bank 뱅크, 은행, 강둑

1129. bang 뱅, 굉음

1130. bane 죽음, 파멸

1131. gun 건, 총, 대포

1132. smoking gun 결정적인 증거

1133. guns 이두박근

1134. index 인덱스, 지수, 지표, 색인

1135. look 룩, 외모, 보다, 보이다

1136. look like ~ 처럼 보이다

1137. sauna 사우나

1138. sauce 소스, 양념

1139. saur 용

1140. dinosaur 다이노쏘어, 공룡



1141. swim 스윔, 수영

1142. swing 스윙, 그네, 휘두르다, 흔들다

1143. swipe 스와이프, 강타, 크게 휘두르는 타격

1144. swift 스위프트, 빠른, 신속한

1145. swirl 스월, 소용돌이, 현기증나다

1146. twirl 트월, 빨리 돌리다, 소용돌이

1147. aswirl 소용돌이 쳐서

1148. wine 와인, 포도주

1149. swine 멧돼지

1150. youth 젊은이, 젊은 시절

1151. youthful 젊은, 어린, 기운찬

1152. youthhood 청춘, 젊은이들

1153. court 코트, 법원, 재판소, 판사

1154. courtyard 안마당

1155. courtroom 법정

1156. youth court 소년 법원

1157. worry 걱정하다. 염려, 불안

1158. worried 걱정되는, 우려되는, 두려운

1159. bead 구슬, 염주

1160. worry beads 걱정을 달래주는 염주



1161. temp 임시직원

1162. temporary 템퍼러리, 임시의, 일시적인

1163. tempt 유혹하다

1164. tempted ~ 하고싶은

1165. tempo 템포, 빠르기

1166. temple 템플, 절

1167. temper 성격, 화

1168. tempered 기질이 있는

1169. temperate 온대지방의, 절제하는

1170. temperance 절제, 자제, 금주

1171. temperature 온도, 열, 날씨

1172. side 면, 옆, 편

1173. outside 바깥면

1174. dish 접시, 요리, 음식, 반찬

1175. side dish 반찬

1176. main dish 메인디쉬, 주요리

1177. Korean dish 한국 요리

1178. September 9월

1179. structure 구조, 건물, 조직

1180. structured 구조화된, 구조가 있는



1181. concrete 콘크리트, 확실한, 탄탄한, 구체적인

1182. concretely 구체적으로

1183. take 가지다 , 시간이 걸리다

1184. miss 미스, 아가씨, 그리워하다, 놓치다

1185. mistake 미스테이크, 실수

1186. missing 미싱, 실종된, 사라진, 놓친, 그리운

1187. missil 미사일

1188. mission 미션, 임무, 대사관, 계획

1189. war 전쟁

1190. warrior 워리어, 전사, 병사, 전투원

1191. warring 서로 싸우는

1192. warrant 워런트, 보장하다, 영장

1193. warranty 워런티, 보증, 보증서

1194. warn 경고하다

1195. warning 워닝, 경고

1196. warm 웜, 따뜻한

1197. warming up 워밍업, 준비운동

1198. wary 조심하는, 신중한, 조심성있는

1199. unwary 부주의한, 경솔한

1200. way 웨이, 길, 방법, 방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