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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Student

어렵고 새로 보는 단어는 외우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고 금세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는 단어가 문맥과 문장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으므로 단어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머리속에 저장되지 못하기 때

문입니다. 즉 의미 없는 단어는 의미가 없으므로 연상이되지 못하고 연상되지 못하면 오래 기억될 수 없습니다. 물론, 가

장 이상적인 학습은 독해를 통해 자연스레 단어를 의미의 덩어리로 읽어내야 하는 것인 데, 수험생들은 잠 잘 시간도 부

족한 데, 영어 한과목에 매달려 무제한 독해를 통해서 원하는 수준의 단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따로 외우는 방법은 어쩔 수 없는 영어학습자의 필수 선택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단어를 외우는 것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외워야할까요? 이제 잉글리시 시티 학습법을 따라해보세요.

먼저, 단어를 녹음된 발음을 정확히 몇 번이고 따라 읽으세요. 따라 읽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에 몰입하게 됩

니다.  이러한 몰입과 shadowing(그림자처럼 똑 같이 따라 읽기)학습은 훨씬 오래 기억이 나도록 뇌를 자극해줍니다.

읽고 난 후에도, 잘 안외워지지 않는 단어는 【영영풀이】를 보세요. 그 후에 단어는 【어원풀이】를 보세요. 모든 단어가 어원으로

풀이 되어있습니다. 잘 외워지지 않는 단어들을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어원을 이해하여 단어가 만들어진 과정을 논리적

으로 이해하면 단어에 의미가 부여되며 나중에 훨씬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 후에 단어는 【연상기억】을 보세요. 연상기억

은 보다 재미있고 기억에 도움이 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난 후 【예문보기】을 보아 단어의 활용 예문을 천천히 해석

해봅니다. 

한 번 공부하여 외운 뒤에는, 제공된 음성파일을 반복해서 들어야, 듣기에서 단어를 잡아 낼 수 있게 됩니다.  반복학

습의 궁극적 목표는 장기기억입니다. 장기기억을 위해 반복하여야 영어감각이 유지 강화됩니다. 수험생이 자신이 원하

는 대학에 입학하려면 학기중에 스스로 매일 영어를 중학생은 1시간 고등학생은 1시간 30분가량을 공부해야합니다. 아

무쪼록 시간에 쪼들리더라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이 책을 반복해서 듣고 보십시오. 수능기출단어와 문장을 통해 어

휘를 탄탄히 다지십시오. 

2013년 11월 15일
잉글리시 시티 어학원

설립자 원장

The goal of this book is to help students build
the necessary English word power they need for
a variety of examinations including school and
Korean SAT exams. There are many advantages
to learn by heart essential English words. One is
that you can read and listen a variety of examina-
tions including Korean SAT with ease.  The book
is designed to meet the needs of students from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level. In addition
to the textbook, mp3 sound files are also avail-
able for the book. The audio mp3 file contains of
each 15 words in the unit.

이 책의 목적은 학교 내신(중간, 기말고사)과 수학

능력시험(수능)등 각종시험에 필요한 영어 단어실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책은 필수영단어를

외우는 것은 여러 강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수학능력

시험(수능) 영어를 포함한 각종시험의 독해와 듣기가 쉬

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수준

에 이르기 까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어휘를 충족시키

려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본 책(텟스트 북) 이외에,

mp3로 녹음되어 제공되는 교재의 단어와 음성파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mp3 음성파일은 단원별로 15

개씩 녹음되어 있습니다.



52014년도 수능기출단어 

Memory Process

외워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고 자신의 머리 탓을하지 마세요. 누구나 인간은 하루만 지나면 대부분 잊어버리기 마련

입니다. 이미 1세기전에 독일의 베를린 대학 철학과 교수 심리학자 Hermann Ebbinghaus박사는 도대체 인간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가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배우자마자 15분만 지나도 술술 잊어버리게되며 하루만 지나도 엄청나

게 빨리 잊어버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학자의 연구 결과는 한 마디로 ‘시간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기억된

문장의 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기억의 유지를 시간축으로 표현한 것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피험자에게

무의미한 spelling을 기억시키고, 그 기억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그결과, 기억은 급

속하게 사라지며, 한 시간에 약 반 정도, 1주간에 약 90%가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옆의 곡선은 무의미한 것이 아닌 단어와 문장의 기억정도

이므로 일주일 뒤의 기억정도는 20~25%로 높지만 어차피

잊혀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옆의 도표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새롭게 배운 정보가

기억에서 잊혀져서 사라지는 정도를, 제가 개략적으로 이해

하기 쉽게 그려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구를 통해, 우리가 모두 원하는 그 반대 현상인,

거꾸로 오래 기억하기 위한 방법도 개발되었습니다. 즉 오래

기억하려면 주기적인 반복학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

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기억을 장기기억하려면 주기적인 반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업에서 새로운 단어를 보고 그 자리

에선 100%외웠다고하더라도 하루만 지나도 반 이상도 기억이 안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생리적인 현상임을

알아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반복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기억 한다고 해서 그것이 3달 뒤까지 기억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는 것도 자꾸 반복해야만 3

달, 6달 뒤에도 기억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번을 반복해야 100% 기억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10번 했다면 지금은

100%처럼 느끼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국 50%만 몇 달 뒤에 기억에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제 말씀을 이해한다면 학생 스스로도 미래의 기억을 위해 반복을 꾸준히 큰소리로 읽으면서 외우며 실천해야하시

길 바랍니다.

단어는 최소 7번은 반복해야 장기기억이 된다!

3차 반복 → 55%

4차
→ 65%

5차 → 75%

6차
→

85%

7차
95%

8차 → 100%

5분 1일 2일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기
억
백
분
률
%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장기기억

time

■ 복습하지 않으면 새로 배운 단어는 그 다음 날이면 25%밖에 기억되지 않는다.

2차 반복(Review) → 45%
1차 반복학습(Review) → 35%반복학습이 전혀 없는 경우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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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한자를 배울 때에도 부수를 배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한자의 부수처럼 영어에는 어원이 있습니다. 이 어원은 말의 뿌리라

는 말로 어근(어간)과 접사(접두사, 접미사)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로 'unhappiness - un(접두사) + happi(어간) + ness(접

미사)”입니다. un=not이라는 것을 알면, un-으로 시작되는 많은 단어가 부정의 뜻이 되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ness=명

사화 접미사임을 알면, -ness로 끝나는 많은 단어들이 명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단어를 살펴보면, in(~아니다) + nocent(해) + ly(~하게)로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으로 “순진한, 죄없는”에 부사화 접미사

ly를 붙여서, 순진하게, 천진난만하게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우리말과 연관해서 외우려면, 아니다(an, in이다) + 녹슨다(nocent)-때

가 묻다, 순진하지않다 + 리(ly)은 빨리, 이리, 저리의 -리가 부사인 것을 연결하면 쉽게 외워집니다. 

단어를 아래처럼 줄줄이 엮어서 체계적으로 배워보세요.

이제 어원학습이 왜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어들을 외우는 것이 훨씬 쉬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어원학습은 연상암기보다도 훨씬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암기 스피드와 정확성과 확장성에 있어서 최고의 학습법입

니다.

접두사
prefix

접미사
suffix

not to harm adverb

i n n o c e n t l y

어 간
stem

모든 암기 방법 중에서 어원 암기가 가장 좋다!

Word Root Study

2 
sneeze

5 
snore

4 
sniffle

3 
sniff

6 
snout

1 
sneer 비웃다 < 코로 “흥”하면서 비웃으므로

2 
sneeze 재채기하다 < 콧속의 이물질을 내보내는 게 재채기

3 
sniff 냄새를 맡다 < 코를 킁킁거리면서 맡는 것이 냄새맡는 것 

4 
sniffle 코를 훌쩍거리다, 코감기 < 코를 풀ffle면 코감기

5 
snore 코를 골다 < 코에서 rrr소리나므로 

6 
snout 주둥이 < 코가 밖으로 out 나와 연결된 입이므로  

7 
snot 콧물, 코딱지 < 코에서 나온 것

7 
snot

1 
sneer

sn-

전 세계 말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말을 숨
(sum>sm>sn) 쉬는 곳은 “코”입니다.
코(sn-)와 관련된 영어 단어를 이렇게 쉽
게 외워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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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shup Tabl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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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일정하게 시간을 정하여 배운 단어를 점검하

여야합니다. 왼쪽의 도표는 하루에 점검하여야할 분량

의 단어를 효율적으로 외워내기 위한 점검기록표로 이

책의 앞 쪽에 있습니다. 이 표는 단어들을 7번을 반복하

여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학습한 날자를 체크

한 날자 에 쓴 후,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몰랐던 단어를

형광펜이나 색연필로 표시한 후, 그 갯수를 세어 모르는

단어 에 씁니다. 다음번에는 다음 칸에 점검하여 써 내려

가서 7칸을 채울 때까지 반복하여 암기하세요. 

인터넷을 접속하여 녹음된 발음을 확인하고 큰소리

로 쫒아 읽으세요.따라 읽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몰입과 shadow-

ing(그림자처럼 똑 같이 따라 읽기)학습은 훨씬 오래 기

억이 나도록 뇌를 자극해줍니다. 일단 한 번 외운 뒤에

는 제공된 음성파일을 반복해서 들어서 동시에 듣기 연

습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외운 단어들이 장기기억속으로

유도 되도록 해야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반

복하여 들을수록 영어에 대한 감각은 유지되고 강화됩

니다. 

단어 점검표  이용하여 7번을 반복하라!

1차 단어점검

1. 처음 점검할 때는 칸에 현재

일을 적어 넣는다. (예 11월 11일이면

11/11)

2. 단어의 발음을 mp3 음성파일을

들으면서 모르거나 생각이 잘 떠

오르지 않는 외워야할 단어의 번

호에 표시를 한다.

3. 먼저 체크한 날짜 칸에 옆에

표시한 단어 갯수를 세어 적

는다.

2차 단어점검

4. 2번째로 점검할 때는 칸에 현

재 일을 적어 넣는다. (예 11월 22일

이면 11/22)

5. 이미 표시된 단어를 집중적으

로 보면서,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는 단어는 다시 번호에 동그라

미를 한 번 더 그려서 로 표시

해둔다. 

6. 먼저 체크한 날짜 칸에 옆에

표시한 단어 갯수를 세어 적

는다.

3~7차 단어점검

7. 이미 나 로 표시된 단어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는 단어는 다시 번호

에 동그라미를 한 번 더 그려서

로 표시한다. 칸 갯수 쓴

다.

8. 이렇게 반복하여 아래 칸을 채워

가면서 공부의 흔적을 남긴다.

반복과정을 통해 단기적인 기억

이 장기적인 기억으로 이행되며

머리 속에도 강하게 지속적으로

단어들이 기억된다.

2

3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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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단어표  게임 방법

1. 단어들을 배운 후에, 자기외에 다른 이와 짝을 정한다.

2. 문제내는 이는 상대편에게 단어를 정확히 읽어주거나 손

가락으로 그 단어를 가리키면, 단어 뜻을 말해야 한다.

3. 문제 푸는 사람이 틀리면, 문제 낸 사람은 답을 가르쳐주

고, 정한 벌칙을 내린다. 단 문제 낸 사람도 답을 모르면

무효이다.

(벌칙예, 개당 100원 또는 손목 맞기)

4.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서, 낸 문제는 계속 반복하여 낼 수

있다.

번호별 단어표 학습

이 번 Unit에서 배울 단어를 번호로 두 줄로 나열하였다. 배

우기 전에 미리 단어 뜻을 단어 옆에 써 보거나, 배운 후 써

보도록 하였다. 뜻을 쓰지 못하였거나, 틀린 것은 뒷 쪽으로

가서 점검하여 색이 다른 펜을 꺼내어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 후에는 다시 외워야할 단어들을 형광펜으로

단어에 그어 표시하거나, 번호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다음

번에 볼 때 보기 쉽도록 한다.

Word Diagram Guide

이 번 Unit에서 배울 단어를 원의 도표에 따라 배열하였다.

원형 단어표 & 번호별 단어표에 자꾸 쓰면서 확인하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F=A@M 5FF5B;9A9BH

5FFC;5B79

7@5F=:M

98;9

;9BI=B9@M

;9H�H<9�=895�57FCGG

=A6F=75H9
=ADF9GG

@CB;�K=B898

F9G9BH

G9D5@

H9FG9@M

�"�'��

CJ9F@5D

D5F58CL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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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Study Guide

어원, 영영풀이, 예문을 보고, 여백에 쓰면서 외워라! 

이 단어학습 본문의 특징은 아래의 어원풀이, 수

능예문, 각 단어의 MP3파일 듣기입니다.

모든 단어를 영영풀이를 수록, 

모든 단어를 어원풀이를 수록, 

모든 단어를 수능연상암기를 수록, 

또한 인터넷에서 들으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단어 사이 여백(margin)

책의 단어 아래에 여백을 충분히 두어 강의를 받

아적거나 기억에 도움이 되는 그림이나 나만의 표시

(doodad)를 그려 넣을 수 있습니다.

책의 단어 아래에 여백을 충분히 두어 단어 스펠

링을 외울 때 이용하기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단어 발음 듣기

www.englishcity.co.kr에 접속하여 ID와 비밀

번호를 입력한 뒤 책 표지와 같은 버튼을 찾아 눌러

안내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이 번 Unit에서 배울 단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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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work Guide

숙제할 때, 빈 칸 채우기는 인터넷을 활용하라!

밑 줄 친 빈 칸을 채우는 방법

1. 한글 뜻을 보고 수능기출예문의 빈 칸에 알맞은

단어의 스펠링을 써본다.

2. 못 채운 것은 형광펜이나 색연필로 번호에 표시

한다.

3. 이제 인터넷을 접속하여 단어를 들으면서 빈 칸

의 단어를 들으면서 써본다.

4. 영어 단어 옆에, 한글 뜻을 쓴다.

5. 쓸 수 없는 단어는 번호에 동그라미를 치고, 앞의

페이지를 보고 써 넣고, 반복하여 외웁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복습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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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boundaries 영역

02 circumstance 상태, 상황

03 clingy 매달리는, 들러붙는

04 cooperative 협조적인, 협동의

05 disobedient 거역하는

06 empowered 자율권이 주어진

07 fall into the trap of ~하는 함정에 빠지다

08 figuratively 비유[상징]적으로

09 go along with ~에 동조하다, 찬성하다

10 insecure 자신이 없는, 불안정한

11 lengthy 긴

12 literally 말 그대로

13 relationship 관계

14 represent 표현하다, 나타내다

15 threatened 위협당한

01 arbitrary 자의적인, 임의의, 제멋대로인

02 composition 작품, 작곡 

03 deem 여기다, 생각하다

04 folk songs 민속 동요, 민요

05 frequency value 진동수, 주파수

06 inspire 영감을 주다

07 note 음, 음표

08 overall 전반적인, 전체

09 period instrument 시대 악기

10 pitch 음 높이

11 precise 정밀한

12 purist 순수주의자

13 standard 기준

14 tune 음을 맞추다

15 uncommon 흔하지 않은, 굉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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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rrange 마련하다, 주선하다

02 attention 주의, 주의집중

03 available 구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04 be touched with ~하려는 마음이 생기다

05 compassion 동정심, 연민

06 distract (정신이) 집중이 안 되게 하다,

07 distressed 괴로워하는

08 hotly 맹렬히, 뜨겁게, 극구

09 issue 발급하다

10 magazine 잡지

11 quarrel 말다툼

12 reply 답변; 답변하다

13 revalidated (증명 등을) 갱신된

14 ticket agent 매표소 직원

15 woeful 가련한, 몹시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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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tened boundaries

circumstance

clingy

cooperative

disobedient

empowered

fall into the trap of
figuratively

go along with

literally

relationship

represent

Unit 1

insecure

lengthy

TARgET WORDS Of ThE UNI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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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옆에 뜻을 쓰세요!

01 boundaries

02 circumstance

03 clingy

04 cooperative

05 disobedient

06 empowered

07 fall into the trap of

08 figuratively

09 go along with

10 insecure

11 lengthy

12 literally

13 relationship

14 represent

15 threatened

Unit 1



01 boundaries 영역

 【영영풀이】 something that indicates a border or limit

【어원풀이】 bound “limit” + -ary “connected with, pertaining to; the man
engaged in” + -es “plural form”

【예문보기】 At times, we lose track of our own boundaries and needs, and the
cost of this could be our life, both symbolically and literally.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영역과 욕구를 잊어버리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대가는 상징적

으로,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02 circumstance 상태, 상황

 【영영풀이】 conditions or fact attending an event and having some bearing on

it; a determining or modifying factor

【어원풀이】 circum “around” + stance < stare “to stand”

【예문보기】 Under the circumstances, he will become clingy, or disobedient, or
both.
이런 상태에서는, 아이는 (부모에게) 매달리거나 거역하게 되고, 혹은 두 가지 모두

를 하게 된다.

03 clingy 매달리는, 들러붙는

 【영영풀이】 holding onto something or someone very tightly 

【어원풀이】 cling < clingan “hold fast, adhere, stick together” + -y

【예문보기】 She was dressed in heels and a clingy dress.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몸에 착 들러붙은 옷을 입고 있었다.

04 cooperative 협조적인, 협동의

 【영영풀이】 willing to be helpful by doing what someone wants or asks for

【어원풀이】 co- “with” + operate “to work” + -ive “pertaining to, tending to”

【예문보기】 Everyone has been quite cooperative despite the interruption in the
production schedule.
생산 일정에 방해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굉장히 협조적이었다.

05 disobedient 거역하는

 【영영풀이】 not doing what someone or something with authority tells you to do

: refusing or failing to obey rules, laws, etc.

【어원풀이】 dis- “apart, asunder” +  ob “to” + edient < audire “listen, hear”

【예문보기】 her tone was that of a parent to a disobedient child.
그녀의 어조는 마치 반항하는 아이를 대하는 부모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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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mpowered 자율권이 주어진

 【영영풀이】 invested with power, especially legal power or official authority

【어원풀이】 em- < en- “in” + power < pouair < povoir < potis “powerful” + -ed

【예문보기】 We feel empowered, and 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improve.

자신에게 자율권이 있다고 느끼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아진다.

07 fall into the trap of ~하는 함정에 빠지다[오류를 범하다]

 【영영풀이】 to do something which is not wise although it seemed to be a good

idea when you decided to do it

【어원풀이】 fall + into + trap < trappe “trap, snare, that on which an animal

steps” + of

【예문보기】 Parents often fall into the trap of trying to do everything for their

children.

부모들은 흔히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 주려고 하는 오류를 범한다.

08 figuratively 비유[상징]적으로

 【영영풀이】 with a meaning that is different from the basic or literal meaning

and that expresses an idea by using language that usually describes

something else

【어원풀이】 figurative < figuratif “metaphorical” < figure < figura “a shape,

form, figure” < *dheigh- “to form, build” + -ly

【예문보기】 She is, figuratively speaking, holding a gun to his head.

그녀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09 go along with ~에 동조하다, 찬성하다

 【영영풀이】 to agree with someone or agree to something

【어원풀이】 go + along + with

【예문보기】 I can’t go along with strong-arm tactics like that.

그런 난폭한 방식에는 찬성할 수 없다.

10 insecure 자신이 없는, 불안정한

 【영영풀이】 not confident about yourself or your ability to do things well : nerv-

ous and uncomfortable

【어원풀이】 in- “not” + se “free from” + cure “care”

【예문보기】 he was a wonderful writer, but very insecure.

그는 굉장한 작가였지만 꽤 소심한 사람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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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lengthy 긴

 【영영풀이】 having many pages, items, etc.

【어원풀이】 leng < lang “long” + -thy < -itho “abstract noun suffix”

【예문보기】 The battle scenes are intense, lengthy, and horrific.
전투장면들은 강렬하고 지루하며 끔찍했다.

12 literally 말 그대로

 【영영풀이】 in a literal manner; word for word

【어원풀이】 literal “of or belonging to letters or writing” + -ly “having qualities
of, appropriate to, fitting”

【예문보기】 At times, we lose track of our own boundaries and needs, and the
cost of this could be our life, both symbolically and literally.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영역과 욕구를 잊어버리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대가는 상징적

으로,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13 relationship 관계

 【영영풀이】 the way in which two or more people, groups, countries, etc., talk

to, behave toward, and deal with each other

【어원풀이】 re- “back, again” + lat “to carry” + -ion “state, condition, or action”
+ -ship

【예문보기】 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improve.
우리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아진다.

14 represent 표현하다, 나타내다

 【영영풀이】 to describe (someone or something) in a particular way

【어원풀이】 re- + present < præsentare “to present”

【예문보기】 Imaginary numbers are mostly used to represent roots of polynomi-
al equations.
허수는 주로 다항식의 제곱근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15 threatened 위협당한

 【영영풀이】 harmed by someone or do something unpleasant or unwanted

【어원풀이】 threat “crowd, troop” < þreat “crowd, troop” < *threutanan”to vex”
< *trud- “push, press” + -en “make” +-ed

【예문보기】 In class we talked about how Da Vinci was threatened with excom-
munication.
수업시간에 어떻게 다빈치 코드가 교회의 제명을 가지고 협박받았는지에 대해 이야

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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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태, 상황

conditions or fact attending an event and

having some bearing on it; a determining or

modifying factor

Under the _____________, he will become
clingy, or disobedient, or both.
이런 상태에서는, 아이는 (부모에게) 매달리거나 거역

하게 되고, 혹은 두 가지 모두를 하게 된다.

02 위협당한

harmed by someone or do something

unpleasant or unwanted

In class we talked about how Da Vinci was
_____________ with excommunication.
수업시간에 어떻게 다빈치 코드가 교회의 제명을 가지

고 협박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했다.

03 긴

having many pages, items, etc.

The battle scenes are intense,
_____________, and horrific.
전투장면들은 강렬하고 지루하며 끔찍했다.

04 매달리는, 들러붙는

holding onto something or someone very

tightly 

She was dressed in heels and a
_____________ dress.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몸에 착 들러붙은 옷을 입고 있었

다.

05 말 그대로

in a literal manner; word for word

At times, we lose track of our own bound-
aries and needs, and the cost of this could be
our life, both symbolically and
_____________.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영역과 욕구를 잊어버리는데, 이

러한 것에 대한 대가는 상징적으로,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06 자율권이 주어진

invested with power, especially legal power

or official authority

We feel _____________, and our relation-
ships with others improve.
자신에게 자율권이 있다고 느끼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

의 관계는 좋아진다.

07 자신이 없는, 불안정한

not confident about yourself or your ability

to do things well : nervous and uncomfort-

able

he was a wonderful writer, but very
_____________.
그는 굉장한 작가였지만 꽤 소심한 사람이였다.

08 거역하는

not doing what someone or something with

authority tells you to do : refusing or failing

to obey rules, laws, etc.

her tone was that of a parent to a
_____________ child.
그녀의 어조는 마치 반항하는 아이를 대하는 부모 같았

다.

09 영역

something that indicates a border or limit

At times, we lose track of our own
_____________ and needs, and the cost of
this could be our life, both symbolically and
literally.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영역과 욕구를 잊어버리는데, 이

러한 것에 대한 대가는 상징적으로,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10 관계

the way in which two or more people,

groups, countries, etc., talk to, behave

toward, and deal with each other

Our _____________ with others improve.
우리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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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에 동조하다, 찬성하다

to agree with someone or agree to some-
thing

I can’t __________________________
strong-arm tactics like that.
그런 난폭한 방식에는 찬성할 수 없다.

12 표현하다, 나타내다

to describe (someone or something) in a
particular way

Imaginary numbers are mostly used to
_____________ roots of polynomial equa-
tions.
허수는 주로 다항식의 제곱근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13 ~하는 함정에 빠지다[오류를 범하다]

to do something which is not wise although
it seemed to be a good idea when you decid-
ed to do it

Parents often
__________________________ trying to do
everything for their children.
부모들은 흔히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 주려고 하는

오류를 범한다.

14 협조적인, 협동의

willing to be helpful by doing what someone
wants or asks for

Everyone has been quite _____________
despite the interruption in the production
schedule.
생산 일정에 방해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굉장히 협조적이었다.

15 비유[상징]적으로

with a meaning that is different from the
basic or literal meaning and that expresses
an idea by using language that usually
describes something else

She is, _____________ speaking, holding a
gun to his head.
그녀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

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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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workUnit  1

23.

In our efforts to be the good child, the uncomplaining employee, or the

_____________ patient, many of us _________________________ trying

to please people by __________________________ whatever they want us

to do. At times, we lose track of our own _____________ and needs, and

the cost of this could be our life, both symbolically and literally. When we

are unable to set healthy limits, it causes distress in our  _____________.

But when we learn to say no to what we don’t feel like doing in order to say

yes to our true self, we feel _____________, and our relationships with oth-

ers improve. So don’t be afraid to say no. Try to catch yourself in the

moment and use your true voice to say what you really want to say.

24.

In order to successfully release himself from the control of his parents, a

child must be secure in his parents’ power, as _____________ by their lov-

ing authority. The more effectively they communicate that authority, the

more secure the child feels, and the better able he is to move away from

them toward a life of his own. During this _____________ process, when-

ever he feels _____________, he turns back toward the safety of his par-

ents’ love and authority. In other words, it is impossible for a child to suc-

cessfully release himself unless he knows exactly where his parents stand,

both _____________ and _____________. That requires, of course, that his

parents know where they themselves stand. If they don’t know where they

stand―if, in other words, they are _____________ in their authority―they

cannot communicate security to their child, and he cannot move successful-

ly away from them. Under the _____________, he will become

_____________, or _____________, or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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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boundaries 영역

02 circumstance 상태, 상황

03 clingy 매달리는, 들러붙는

04 cooperative 협조적인, 협동의

05 disobedient 거역하는

06 empowered 자율권이 주어진

07 fall into the trap of ~하는 함정에 빠지다

08 figuratively 비유[상징]적으로

09 go along with ~에 동조하다, 찬성하다

10 insecure 자신이 없는, 불안정한

11 lengthy 긴

12 literally 말 그대로

13 relationship 관계

14 represent 표현하다, 나타내다

15 threatened 위협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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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자녀, 불평하지 않는 직원, 협조적

인 환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많은 이들

은(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기를 바라

는 것은 무엇이든 동조함으로써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함정에 빠진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영역과 욕구를

잊어버리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대가는

상징적으로,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건전한 한계를 설정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우리의 관계에 고통

을 야기한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자

아에 대해 ‘예’라고 말하기 위하여 하

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 자신에게

자율권이 있다고 느끼게 되며 다른 사

람들과의 관계는 좋아진다. 그러므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순간에 하던 말을 급히 멈추고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진실한

목소리를내기 위해 애쓰라.

01 boundaries 영역

02 circumstance 상태, 상황

03 clingy 매달리는, 들러붙는

04 cooperative 협조적인, 협동의

05 disobedient 거역하는

06 empowered 자율권이 주어진

07 fall into the trap of ~하는 함정에 빠지다

08 figuratively 비유[상징]적으로

09 go along with ~에 동조하다, 찬성하다

10 insecure 자신이 없는, 불안정한

11 lengthy 긴

12 literally 말 그대로

13 relationship 관계

14 represent 표현하다, 나타내다

15 threatened 위협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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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통제로부터 스스로를 성공리에

해방시키려면 아이는 부모의 애정 어린

권위로 나타나는 부모의 영향력 안에서

안전해야만 한다. 부모가 그 권위를 효

과적으로 전달하면 할수록 아이는 더욱

안심하며 그 자신의 삶을 향해 부모로

부터 좀 더 잘떠나갈 수 있다. 이러한 긴

과정 동안, 위협을 느낄 때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권위라는 안전한 곳으로

되돌아온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말 그

대로 또 비유적으로 부모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 아

이가 성공리에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

은 불가능하다. 물론 그것은 그의 부모

스스로도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을 필

요로 한다. 만일 ‘부모’가 자신의 위치

를 모른다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권위

에대해 자신이 없다면, 그들은 자기 아

이에게 안전함을 전달해줄 수 없고 아

이는 부모로부터 성공적으로 떠나갈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이는 (부모에

게) 매달리거나 거역하게 되고, 혹은 두

가지 모두를 하게 된다.

①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서 부모 개입의 필요성 

②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부모

의 권위의 역할 

③ 아이의 독립을 위해 부모의 관리를

제공하는것의 결과 

④ 아이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을 막

기 위한 필수요건

⑤  아이의 독립을 위해 아이에게 부모의

권위를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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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rbitrary 자의적인, 임의의, 제멋대로인

 【영영풀이】 not planned or chosen for a particular reason

【어원풀이】 ar “to” + bit < bat “go” + r “s.e.” + -ary “relating to”

【예문보기】 Those items exempted from the tax are arbitrary and depend large-

ly on political pull.

면세된 품목들은 (그 기준이) 제멋대로이고, 주로 정치적 압력에 따른다.

02 composition 작품, 작곡 

 【영영풀이】 the art or process of writing words or music

【어원풀이】 com- “together” + posit “to place” + -ion “state, condition, or

action”

【예문보기】 The pieces were performed in the order of their composition.

작품은 작곡된 순서대로 연주되었다.

03 deem 여기다, 생각하다

 【영영풀이】 to think of (someone or something) in a particular way

【어원풀이】 deem < deman < dom < *dhe- “to set, put”

【예문보기】 Don’t set your goals by what other people deem important.

당신의 목표를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두지 마세요.

04 folk songs 민속 동요, 민요

 【영영풀이】 song screated by the people of a country or region : songs sung in

folk music

【어원풀이】 folk < folc “common people, men, tribe, multitude” + song < song-

wh-o- “singing, song” + -s

【예문보기】 Korean folk songs have sorrows embedded in them. 

한국의 민요에는 애조가 깃들어 있다 

05 frequency value 진동수, 주파수

 【영영풀이】 the number of times that something happens during a particular

period

【어원풀이】 frequency < frequentem “crowded, repeated” + value “worth,

value”

【예문보기】 The names of pitches are associated with particular frequency val-

ues.

음 높이의 명칭은 특정한 진동값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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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inspire 영감을 주다

 【영영풀이】 to make (someone) want to do something : to give (someone) an

idea about what to do or create

【어원풀이】 in-”in” + spire < spirare “breathe”

【예문보기】 leonardo was a great artist and his skill at painting will inspire oth-

ers forever.

레오나르도는 훌륭한 예술가였고, 그림에서 그의 기교는 영원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

감을 줄 것이다.

07 note 음, 음표

 【영영풀이】 a specific musical tone 

【어원풀이】 note < nota “letter, note”

【예문보기】 he played the first few notes of the tune.

그가 그 곡조의 첫 몇 음을 연주했다.

08 overall 전반적인, 전체

 【영영풀이】 with everyone or everything included

【어원풀이】 over < ofer “over” + all < eall “all”

【예문보기】 Over the study period, overall production rose 12%.

조사 기간 동안 전체 생산량이 12%나 증가했습니다. 

09 period instrument 시대 악기

 【영영풀이】 historically informed devices designed to produce musical sounds

【어원풀이】 period “course or extent of time” + instrument < instrumentem “a

tool, apparatus, furniture, dress, document” < instruere “arrange,

furnish” 

【예문보기】 Enjoy live medieval music, performed on period instruments.

시대 악기로 연주되는 생생한 중세시대 음악을 즐겨라.

10 pitch 음 높이

 【영영풀이】 the highness or lowness of a sound

【어원풀이】 pitch < pich, “pitch,”

【예문보기】 A basic sense of rhythm and pitch is essential in a music teacher.

음악 교사에게는 리듬과 음 높이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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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recise 정밀한

 【영영풀이】 very accurate and exact

【어원풀이】 pre- “in front” + cise < caedere “to cut”

【예문보기】 Precise cooking time is not important in crockpot cooking.
정확한 요리시간은 도기냄비 요리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12 purist 순수주의자

 【영영풀이】 a person who has very strong ideas about what is correct or accept-

able and who usually opposes changes to traditional methods and

practices

【어원풀이】 pure-”fresh, new” + -ist  “one who does or makes”

【예문보기】 But of course, a hitchhiker fan finds it quite easy to be just a purist.
물론 <히치하이커> 팬들은 순수주의자로 남아 있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죠.

13 standard 기준

 【영영풀이】 a level of quality, achievement, etc., that is considered acceptable or

desirable

【어원풀이】 standard “upright” < Standard-bred “bred up to some agreed-upon
standard of excellence”

【예문보기】 We could fix ‘A’ at any frequency, such as 439 or 424; different
standards were used in the time of Mozart than today.
가령 439나 424처럼 어떤 진동수에도 ‘A’를 고정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오늘

날과는 다른 기준이 모차르트가 살았던 시대에 사용되었다.

14 tune 음을 맞추다

 【영영풀이】 to adjust (a musical instrument) so that it makes the correct sound

when played

【어원풀이】 tune < tone

【예문보기】 The orchestra was tuning up as we entered the hall.
우리가 홀로 들어갔을 때는 오케스트라가 악기들의 음을 맞추고 있었다.

15 uncommon 흔하지 않은, 굉장한

 【영영풀이】 not often found, seen, or experienced : not ordinary

【어원풀이】 un “not” + common < communis < *ko- “together” + *moi-n- <
*mei- “change, exchange”

【예문보기】 The lives of the apostles were uncommon indeed.
사도들의 일생은 정말로 굉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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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준

a level of quality, achievement, etc., that is

considered acceptable or desirable

We could fix ‘A’ at any frequency, such as
439 or 424; different _____________ were
used in the time of Mozart than today.
가령 439나 424처럼 어떤 진동수에도 ‘A’를 고정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오늘날과는 다른 기준이 모차르

트가 살았던 시대에 사용되었다.

02 순수주의자

a person who has very strong ideas about

what is correct or acceptable and who usu-

ally opposes changes to traditional methods

and practices

But of course, a hitchhiker fan finds it quite
easy to be just a _____________.
물론 <히치하이커> 팬들은 순수주의자로 남아 있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죠.

03 음

a specific musical tone 

he played the first few _____________ of
the tune.
그가 그 곡조의 첫 몇 음을 연주했다.

04 시대 악기

historically informed devices designed to

produce musical sounds

Enjoy live medieval music, performed on
_____________.
시대 악기로 연주되는 생생한 중세시대 음악을 즐겨라.

05 흔하지 않은, 굉장한

not often found, seen, or experienced : not

ordinary

The lives of the apostles were
_____________ indeed.
사도들의 일생은 정말로 굉장했다.

06 자의적인, 임의의, 제멋대로인

not planned or chosen for a particular rea-

son

Those items exempted from the tax are
_____________ and depend largely on
political pull.
면세된 품목들은 (그 기준이) 제멋대로이고, 주로 정치

적 압력에 따른다.

07 민속 동요, 민요

song screated by the people of a country or

region : songs sung in folk music

Korean _____________ have sorrows
embedded in them. 
한국의 민요에는 애조가 깃들어 있다 

08 작품, 작곡 

the art or process of writing words or music

The pieces were performed in the order of
their _____________.
작품은 작곡된 순서대로 연주되었다.

09 음 높이

the highness or lowness of a sound

A basic sense of rhythm and
_____________ is essential in a music
teacher.
음악 교사에게는 리듬과 음 높이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

이 필수적이다.

10 진동수, 주파수

the number of times that something happens

during a particular period

The names of pitches are associated with
particular _____________.
음 높이의 명칭은 특정한 진동값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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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음을 맞추다

to adjust (a musical instrument) so that it

makes the correct sound when played

The orchestra was _____________ up as we
entered the hall.
우리가 홀로 들어갔을 때는 오케스트라가 악기들의 음

을 맞추고 있었다.

12 영감을 주다

to make (someone) want to do something :

to give (someone) an idea about what to do

or create

leonardo was a great artist and his skill at
painting will _____________ others forever.
레오나르도는 훌륭한 예술가였고, 그림에서 그의 기교

는 영원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13 여기다, 생각하다

to think of (someone or something) in a par-

ticular way

Don’t set your goals by what other people
_____________ important.
당신의 목표를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들에 두지 마세요.

14 정밀한

very accurate and exact

_____________ cooking time is not impor-
tant in crockpot cooking.
정확한 요리시간은 도기냄비 요리에 중요하지 않습니

다.

15 전반적인, 전체

with everyone or everything included

Over the study period, _____________ pro-
duction rose 12%.
조사 기간 동안 전체 생산량이 12%나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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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01 arbitrary

02 composition

03 deem

04 folk songs

05 frequency value

06 inspire

07 note

08 overall

09 period instrument

10 pitch

11 precise

12 purist

13 standard

14 tune

15 uncommon

Uni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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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workUnit  2

25.

The names of _____________ are associated with particular

_____________. Our current system is called A440 because the

_____________ we call ‘A’ that is in the middle of the piano keyboard has

been fixed to have a frequency of 440 hz. This is entirely _____________.

We could fix ‘A’ at any frequency, such as 439 or 424; different standards

were used in the time of Mozart than today. Some people claim that the

_____________ frequencies affect the _____________ sound of a musical

piece and the sound of instruments. led Zeppelin, a band popular in the 70s,

often _____________ their instruments away from the modern A440 stan-

dard to give their music an _____________ sound, and perhaps to link it

with the European children’s _____________ that _____________ many of

their _____________. Many _____________ insist on hearing baroque

music on _____________ _____________, both because the instruments

have a different sound and because they are designed to play the music in its

original tuning _____________, something that purists _____________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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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work Unit  2

01 arbitrary 자의적인, 임의의, 제멋대로인

02 composition 작품, 작곡 

03 deem 여기다, 생각하다

04 folk songs 민속 동요, 민요

05 frequency value 진동수, 주파수

06 inspire 영감을 주다

07 note 음, 음표

08 overall 전반적인, 전체

09 period instrument 시대 악기

10 pitch 음 높이

11 precise 정밀한

12 purist 순수주의자

13 standard 기준

14 tune 음을 맞추다

15 uncommon 흔하지 않은, 굉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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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workUnit  2

Unit 2

01 arbitrary 자의적인, 임의의, 제멋대로인

02 composition 작품, 작곡 

03 deem 여기다, 생각하다

04 folk songs 민속 동요, 민요

05 frequency value 진동수, 주파수

06 inspire 영감을 주다

07 note 음, 음표

08 overall 전반적인, 전체

09 period instrument 시대 악기

10 pitch 음 높이

11 precise 정밀한

12 purist 순수주의자

13 standard 기준

14 tune 음을 맞추다

15 uncommon 흔하지 않은, 굉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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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음 높이의 명칭은 특정한 진동값과 관련이 있다. 현재 체계는 A440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A라고 부르는, 피아노 건반의 가운데에 있는 음이 440 Hz의 진동수

를 가지도록 고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의적이다. 가령 439나 424

처럼 어떤 진동수에도 ‘A'를 고정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오늘날과는 다른 기준

이 모차르트가 살았던 시대에 사용되었다. 어떤 이들은 정확한 진동수가 악곡의 전반

적인 소리와 악기의 소리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70년대의 인기 밴드였던 Led

Zeppelin은 자신들의 음악에 흔하지 않은 소리를 입히고 아마도 그것(자신들의 음

악)을 자신들의 많은 작품에 영감을 주었던 유럽의 민속 동요와 연관시키려고 현대

A440 표준에서 벗어나 악기의 음을 맞추었다. 많은 순수주의자들은 시대 악기로 바

로크 음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그 악기가 다른 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 그 악기들이 원래의 조율 기준, 즉 순수주의자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

로 음악을 연주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① ‘A’가 늘 440 Hz에 맞춰져야 하는가?

② 자의적인 음 조율: 음악에서의 새로운 경향 

③ 진동수 값을 바르게 측정하는 방법 

④ 음악가들은 어떻게 음 높이 차이를 찾아내는가 

⑤ 불안정한 음 높이: 음악에서의 공통된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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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rrange

02 attention 

03 available

04 be touched with

05 compassion

06 distract

07 distressed

08 hotly

09 issue

10 magazine

11 quarrel

12 reply

13 revalidated

14 ticket agent

15 woeful

Unit 3



01 arrange 마련하다, 주선하다

 【영영풀이】 to move and organize (things) into a particular order or position

【어원풀이】 a- “to” + range < rangier “set in a row” < rang “rank”

【예문보기】 I’ve arranged that we can borrow their car.
우리가 그들의 차를 빌릴 수 있도록 내가 주선해 두었다.

02 attention 주의, 주의집중

 【영영풀이】 the act or power of carefully thinking about, listening to, or watch-

ing someone or something

【어원풀이】 at- “to” + tent “stretch” + -ion “state, condition, or action”

【예문보기】 her attention was distracted by a rough, noisy quarrel taking place
at the ticket counter.
그녀는 매표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거칠고 시끄러운 말다툼소리에 주의가 산만

해졌다.

03 available 구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영영풀이】 easy or possible to get or use

【어원풀이】 a- “to” + vail “to avail” + -able “to have”

【예문보기】 I’m sorry, ma’am, but there are no more seats available.

미안합니다만, 부인, 더 이상 이용 가능한 좌석이 없습니다.

04 be touched with ~하려는 마음이 생기다; ~의 기미가 있다

 【영영풀이】 emotionally stirred (as with gratitude); slightly unbalanced mental-

ly

【어원풀이】 be + touch < touchier “to touch, hit, knock” < *toccare “to knock,
strike”, perhaps of imitative origin + -ed + with

【예문보기】 My friend had been watching and listening to the woman’s woeful
story, and her heart was touched with compassion for the distressed
mother.
내 친구는 그녀의 가련한 이야기를 보고 듣고 있었기에, 그녀는 그 괴로워하는 엄마

에 대한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다.

05 compassion 동정심, 연민

 【영영풀이】 a feeling of wanting to help someone who is sick, hungry, in trouble,

etc.

【어원풀이】 com- “together” + pa < pati “to suffer” < *pei- “to hurt” + -ion

【예문보기】 Our applause is the measure of our compassion.
우리가 보내는 찬사에는 연민이 녹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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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distract (정신이) 집중이 안 되게 하다, (주의를) 딴 데로 돌리다

 【영영풀이】 to cause (someone) to stop thinking about or paying attention to

someone or something and to think about or pay attention to some-

one or something else instead

【어원풀이】 dis- “away” + tract < trahere “to draw” 

【예문보기】 It was another attempt to distract attention from the truth.
그것은 진실로부터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는 또 하나의 시도였다.

07 distressed 괴로워하는

 【영영풀이】 feeling or showing extreme unhappiness or pain

【어원풀이】 dis- “apart” + stress < stringere “draw tight, press together” <
*strenk- “tight, narrow; pull tight, twist” + -ed

【예문보기】 he was too distressed and confused to answer their questions.
그는 너무 괴롭고 당황하여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08 hotly 맹렬히, 뜨겁게, 극구

 【영영풀이】 having a high temperature : having a feeling of high body heat

【어원풀이】 hot < Old English hat “hot, flaming, fervent, fierce, intense, excit-
ed” < *kai- “heat” + -ly

【예문보기】 Recent reports in the press have been hotly denied.
최근 언론 보도들은 극구 부인되어 왔다.

09 issue 발급하다

 【영영풀이】 to appear or become available through being officially put forth or

distributed

【어원풀이】 issue “a way out, exit” < fem. pp. of issir “to go out” < exire < ex-
“out” + ire “go”

【예문보기】 The agent welcomed my friend’s solution and quickly issued a
revalidated ticket to the woman, and then arranged for another flight
for my friend.
직원은 내 친구의 해결책을 기꺼이 받아들여 서둘러 갱신된 (비행기) 표를 그 여자에

게 발급해 주었고, 그리고는 내 친구를 위해 다른 비행기 편을 마련해 주었다.

10 magazine 잡지

 【영영풀이】 a type of thin book with a paper cover that contains stories, essays,

pictures, etc., and that is usually published every week or month

【어원풀이】 megazine < magasin “warehouse, depot, store”

【예문보기】 A friend of mine was sitting in the Miami airport reading a maga-

zine while she waited to catch a plane to New York.
내 친구 한 명은 그녀가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잡지책을

읽으면서 마이애미 공항에 앉아 있었다.

42 2014년도 수능기출단어 Day 1Unit 3



11 quarrel 말다툼

 【영영풀이】 a ground of dispute or complaint; a usually verbal conflict between

antagonists

【어원풀이】 quarrel < querele “matter, concern, business; dispute, controversy”

【예문보기】 her attention was distracted by a rough, noisy quarrel taking place
at the ticket counter.
그녀는 매표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거칠고 시끄러운 말다툼 소리에 주의가 산만

해졌다.

12 reply 답변; 답변하다

 【영영풀이】 something said, written, or done in answer or response; to say,

write, or do something as an answer or response

【어원풀이】 re- “back, again” + ply < plicare “to fold”

【예문보기】 “I’m sorry, ma’am, but there are no more seats available,” came the
reply.

“미안합니다만, 부인, 더 이상 이용 가능한 좌석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13 revalidated (증명 등을) 갱신된

 【영영풀이】 to declare valid again

【어원풀이】 re- + validate < valliant “stalwart, brave” < valere “be strong, be
well, be worth, have power, be able” + -ed

【예문보기】 The new licence is revalidated every five years up to age 65 and
annually thereafter.
새로운 면허는 65세까지 매 5년마다 갱신되며 그 이후로는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14 ticket agent 매표소 직원

 【영영풀이】 one who sells transportation or theater and entertainment tickets

【어원풀이】 ticket “short note or document” + agent “deputy, representative”

【예문보기】 She walked over to the ticket agent and offered to take a later
flight.
그녀는 매표소 직원에게 가서, 자기가 나중에 비행기를 타겠다고 제의했다.

15 woeful 가련한, 몹시 슬픈 

 【영영풀이】 full of woe : very sad

【어원풀이】 woe < Old English wa + -ful

【예문보기】 The government’s record on this issue is lamentable and their
response to the Select Committee report was woeful.
이에 대한 정부의 기록은 한탄스럽고 위원회를 선택하기 위한 보고서의 응답도 한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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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정심, 연민

a feeling of wanting to help someone who is
sick, hungry, in trouble, etc.

Our applause is the measure of our
_____________.
우리가 보내는 찬사에는 연민이 녹아있다.

02 말다툼

a ground of dispute or complaint; a usually
verbal conflict between antagonists

her attention was distracted by a rough,
noisy _____________ taking place at the
ticket counter.
그녀는 매표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칠고 시끄러운 말

다툼소리에 주의가 산만 해졌다.

03 잡지

a type of thin book with a paper cover that
contains stories, essays, pictures, etc., and
that is usually published every week or
month

A friend of mine was sitting in the Miami
airport reading a _____________ while she
waited to catch a plane to New York.
내 친구 한 명은 그녀가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잡지책을 읽으면서 마이애미 공항

에 앉아 있었다.

04 구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easy or possible to get or use

I’m sorry, ma’am, but there are no more
seats _____________.
미안합니다만, 부인, 더 이상 이용 가능한 좌석이 없습

니다.

05 ~하려는 마음이 생기다; ~의 기미가 있다

emotionally stirred (as with gratitude);
slightly unbalanced mentally

My friend had been watching and listening
to the woman’s woeful story, and her heart
__________________________ compas-
sion for the distressed mother.
내 친구는 그녀의 가련한 이야기를 보고 듣고 있었기에,

그녀는 그 괴로워하는 엄마에 대한 동정하는 마음이 생

겼다.

06 괴로워하는

feeling or showing extreme unhappiness or

pain

he was too _____________ and confused to
answer their questions.
그는 너무 괴롭고 당황하여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

했다.

07 가련한, 몹시 슬픈 

full of woe : very sad

The government’s record on this issue is
lamentable and their response to the Select
Committee report was _____________.
이에 대한 정부의 기록은 한탄스럽고 위원회를 선택하

기 위한 보고서의 응답도 한심했다.

08 맹렬히, 뜨겁게, 극구

having a high temperature : having a feeling

of high body heat

Recent reports in the press have been
_____________ denied.
최근 언론 보도들은 극구 부인되어 왔다.

09 매표소 직원

one who sells transportation or theater and

entertainment tickets

She walked over to the
__________________________ and offered
to take a later flight.
그녀는 매표소 직원에게 가서, 자기가 나중에 비행기를

타겠다고 제의했다.

10 답변; 답변하다

something said, written, or done in answer

or response; to say, write, or do something

as an answer or response

“I’m sorry, ma’am, but there are no more
seats available,” came the _____________.

“미안합니다만, 부인, 더 이상 이용 가능한 좌석이 없습

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44 2014년도 수능기출단어 

Homework

Day 1

fIll IN ThE BlANKS

Unit 3



11 주의, 주의집중

the act or power of carefully thinking about,
listening to, or watching someone or some-
thing

her _____________ was distracted by a
rough, noisy quarrel taking place at the tick-
et counter.
그녀는 매표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칠고 시끄러운 말

다툼소리에 주의가 산만 해졌다.

12 발급하다

to appear or become available through
being officially put forth or distributed

The agent welcomed my friend’s solution
and quickly _____________ a revalidated
ticket to the woman, and then arranged for
another flight for my friend.
직원은 내 친구의 해결책을 기꺼이 받아들여 서둘러 갱

신된 (비행기) 표를 그 여자에게 발급해 주었고, 그리고

는 내 친구를 위해 다른 비행기 편을 마련해 주었다.

13 (정신이) 집중이 안 되게 하다, (주의를) 딴 데로 돌

리다

to cause (someone) to stop thinking about or
paying attention to someone or something
and to think about or pay attention to some-
one or something else instead

It was another attempt to _____________
attention from the truth.
그것은 진실로부터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는 또 하나의

시도였다.

14 (증명 등을) 갱신된

to declare valid again

The new licence is _____________ every
five years up to age 65 and annually there-
after.
새로운 면허는 65세까지 매 5년마다 갱신되며 그 이후

로는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15 마련하다, 주선하다

to move and organize (things) into a partic-
ular order or position

I’ve _____________ that we can borrow
their car.
우리가 그들의 차를 빌릴 수 있도록 내가 주선해 두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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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A friend of mine was sitting in the Miami airport reading a

_____________ while she waited to catch a plane to New York. her

_____________ was _____________ by a rough, noisy _____________

taking place at the ticket counter. “But I must get to New York today!” an

angry lady _____________ told the clerk. “I’m sorry, ma’am, but there are

no more seats _____________,” came the _____________. “But my eight-

year-old daughter is on that plane. I can’t let her fly into New York City all

by herself,” she cried. “Sorry, lady. The flight is full,” came the same

answer. My friend had been watching and listening to the woman’s

_____________ story, and her heart _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 for the distressed mother. She walked over to the

_____________ _____________ and offered to take a later flight, if it

meant the woman could use her ticket to travel to New York with her daugh-

ter. The agent welcomed my friend’s solution and quickly _____________ a

_____________ ticket to the woman, and then _____________ for another

flight for my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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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work Unit  3

01 arrange 마련하다, 주선하다

02 attention 주의, 주의집중

03 available 구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04 be touched with ~하려는 마음이 생기다

05 compassion 동정심, 연민

06 distract (정신이) 집중이 안 되게 하다,

07 distressed 괴로워하는

08 hotly 맹렬히, 뜨겁게, 극구

09 issue 발급하다

10 magazine 잡지

11 quarrel 말다툼

12 reply 답변; 답변하다

13 revalidated (증명 등을) 갱신된

14 ticket agent 매표소 직원

15 woeful 가련한, 몹시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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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rrange 마련하다, 주선하다

02 attention 주의, 주의집중

03 available 구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04 be touched with ~하려는 마음이 생기다

05 compassion 동정심, 연민

06 distract (정신이) 집중이 안 되게 하다,

07 distressed 괴로워하는

08 hotly 맹렬히, 뜨겁게, 극구

09 issue 발급하다

10 magazine 잡지

11 quarrel 말다툼

12 reply 답변; 답변하다

13 revalidated (증명 등을) 갱신된

14 ticket agent 매표소 직원

15 woeful 가련한, 몹시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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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 한 명은 그녀가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잡지책

을 읽으면서 마이애미 공항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매표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칠고 시끄러운 말다툼(quarrel) 에 의해 주의가 산만 해졌다. “하지만 나는 오늘

뉴욕에 가야만 해요!”라고 한 성난 여자가 맹렬하게 직원에게 말했다. “미안합니

다만, 부인, 더 이상 이용 가능한 좌석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녀는

“그렇지만 제 여덟 살 딸아이가 그 비행기에 있어요. 저는 그녀 홀로 뉴욕시에 날

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라고 외쳤다. “죄송합니다, 부인. 비행기 좌석이

다 찼습니다.”라는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내 친구는 그녀의 가련한 이야기를 보고

듣고 있었기에, 그녀는 그 괴로워하는 엄마에 대한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녀

는 매표소 직원에게 가서, 자기가 나중에 비행기를 타는 것이 그 여자가 그녀의 딸

과 함께 뉴욕으로 가기 위해 자신의 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

게 하겠다고 제의했다. 직원은 내 친구의 해결책을 기꺼이 받아들여 서둘러 갱신

된 (비행기) 표를 그 여자에게 발급해 주었고, 그리고는 내 친구를 위해 다른 비행

기 편을 마련해 주었다.

Unit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