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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Can I Do?

average [ǽvəridʒ] 평균의, 보통의 평균

attractive [ətrǽktiv] 매력적인 

mean [míːn] 못된, 심술궂은 의미하다

quality [kwɑ́ləti] 자질, 특성 

possess [pəzés] 소유하다, 지니다   

appear [əpíər] 나타나다; ~인 것 같다

confident [kɑ́nfədənt] 자신감 있는  

take a look at ~을 보다

A Letter to Myself

appreciate [əpríːʃièit] 고마워하다; 감상하다 

grateful [ɡréitfəl] 고마워하는, 감사하는  

simple [símpl] 단순한, 소박한

relationship [riléiʃənʃìp] 관계   

remember [rimémbər] 기억하다 

spirit [spírit] 정신, 영혼        

preserve [prizə́ːrv] 지키다, 보존하다

instead of  ~ 대신에 What Does This Mean?

ban [bǽn] 금지하다     

publish [pʌ́bliʃ] 출판하다, 게재하다

illegal [ilíːɡəl] 불법의

criticize [krítəsàiz] 비난하다, 비판하다  

fault [fɔ́ːlt] 잘못, 결점

mighty [máiti] 강력한, 힘센

be associated with ~와 연관이 있다  

take advantage of ~을 이용하다 

Study Schedule

necessary [nésəsèri] 필요한           

appropriate [əpróuprièit] 적당한, 적절한

distraction [distrǽkʃən] 집중을 방해하는 것, 

주의산만  

material [mətíəriəl] 자료, 재료

amount [əmáunt] 양, 총계  

concept [kɑ́nsept] 개념 

thoroughly [θə́ːrouli] 완전히, 철저히

strategy [strǽtədʒi] 전략

My WoRld
&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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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Computers

latest [léitist] 최근의, 최신의 

balance [bǽləns] 수입과 지출을 맞춰 보다, 

균형을 유지하다 

finance [finǽns] 재정, 재원

transaction [trænsǽkʃən] 처리, 거래  

medical [médikəl] 의학의, 의료의

research [rìːsə́ːrtʃ] 연구, 조사 연구하다, 

조사하다

calculation [kæ̀lkjuléiʃən] 계산

be equipped with ~을 갖추다

A Deer or a Pig?

attempt [ətémpt] 시도 시도하다, 애써 

해보다

deer [díər] 사슴      

dishearten [dishɑ́ːrtn] 낙심[낙담]하게 하다

respond [rispɑ́nd] 대답하다      

brighten [bráitn] 밝아지다, 빛나다

confused [kənfjúːzd] 혼란스러운

hold up 위로 치켜들다  

give up 포기하다

Good Luck or Bad Luck?

avoid [əvɔ́id] 피하다 

step [stép] 걸음 걷다    

ladder [lǽdər] 사다리 

superstition [sùːpərstíʃən] 미신

crawl [krɔ́ːl] 기어가다      

omen [óumən] 징조, 조짐  

sign [sáin] 징후, 신호     

turn over 뒤집다   

Superstitions and   
Customs in Japan

consider [kənsídər] ~으로 생각하다 

customary [kʌ́stəmèri] 관례적인, 습관적인

clap [klǽp] 손뼉을 치다 

bow [báu] (머리를) 숙이다, 절하다      

purify [pjúərəfài] 깨끗이 하다, 정화하다 

property [prɑ́pərti] 재산; (사물의) 특성, 속성

funeral [fjúːnərəl] 장례식 

scatter [skǽtər] (흩)뿌리다

sUPeRsTi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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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s

multiple [mʌ́ltəpl] 다수의, 복합적인

host [hóust] (행사를) 주최하다, (웹사이트를) 

관리하다

select [silékt] 고르다, 선택하다

monitor [mɑ́nətər] 감시하다, 관리하다  

location [loukéiʃən] 위치, 장소 

recommend [rèkəménd] 추천하다, 권하다

be sure to 반드시 ~하다

check back (기록 따위를 조사하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 

Thai Boxing

match [mǽtʃ] 경기, 시합

kneel [níːl] 무릎 꿇다     

pray [préi] 기도하다, 기원하다

copy [kɑ́pi] 베끼다, 모방하다   

movement [múːvmənt] 운동, 동작  

elbow [élbou] 팔꿈치 

knee [níː] 무릎

rest [rést] 휴식A Traditional Korean Game

popular [pɑ́pjulər] 인기 있는

stick [stík] 막대기

flat [flǽt] 납작한, 평평한

board [bɔ́ːrd] 판   

route [rúːt] 길, 경로   

winner [wínər] 승자    

get together  모이다, 모으다

based on  ~에 근거하여

Picture-based Signs

obstacle [ɑ́bstəkl] 장애(물)      
global [ɡlóubəl] 세계적인   

express [iksprés] 나타내다, 표현하다   

interpretation [intə̀ːrprətéiʃən] 해석, 설명   

international [ìntərnǽʃənl] 국제적인

similarly [símələrli]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universally [jùːnəvə́ːrsəli]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disabled [diséibld] 장애를 가진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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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Want to Be a Vegetarian?

vegetarian [vèdʒətέəriən] 채식의  

채식주의자

grain [ɡréin] 곡물

nutrient [njúːtriənt] 영양소, 영양분

dietary [dáiətèri] 음식물의, 식이요법의

expert [ékspəːrt] 전문가

ensure [inʃúər] 보증하다, 보장하다

adequate [ǽdikwət] 충분한

focus on ~에 초점을 맞추다

Stories behind Vegetables

form [fɔ́ːrm] 형태 형성하다, 구성하다

conqueror [kɑ́ŋkərər] 정복자

cabbage [kǽbidʒ] 양배추

reference [réfərəns] 말하기, 언급

discovery [diskʌ́vəri] 발견

cultivate [kʌ́ltəvèit] 경작하다, 재배하다

stalk [stɔ́ːk] (식물의) 줄기[대]

take the place of ~을 대신하다Work Out Regularly

convenience [kənvíːnjəns] 편리,  

(문명의) 이기

inactivity [inæktívəti] 무활동, 게으름

achieve [ətʃíːv] 성취하다, 달성하다

benefit [bénəfìt] 이득, 혜택

physical [fízikəl] 신체의, 육체의

improve [imprúːv] 개선하다, 증진하다

reach [ríːtʃ] 도달하다, 이르다

routine [ruːtíːn] 일상의 일

How to Make a Healthy Home

require [rikwáiər] 필요로 하다

pure [pjúər] 순수한, 깨끗한

completely [kəmplíːtli] 완전히

minimal [mínəməl] 아주 적은, 최소의

investment [invéstmənt] 투자

remove [rimúːv] 제거하다

substance [sʌ́bstəns] 물질

exposure [ikspóuʒər] 노출, 드러남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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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ntact Lenses

theatrical [θiǽtrikəl] 극장의, 연극의 

thunder [θʌ́ndər] 천둥, 우레 

haunt [hɔ́ːnt] 머리에서 떠나지 않다,  

~에 사로잡히다

outrageous [autréidʒəs] 난폭한 

lord [lɔ́ːrd] 지배자

horned [hɔ́ːrnd] 뿔이 있는 

tattoo [tætúː] 문신 

gleaming [ɡlíːmiŋ] 빛나는, 환한

Different Types of Ads

appeal [əpíːl] 호소, 매력 호소하다

feature [fíːtʃər] 특징 

indicate [índikèit] 가리키다, 내비치다

attach [ətǽtʃ] 붙이다, 달다 

aim [éim] ~을 목표로 하다 

persuade [pərswéid] 설득하다

tendency [téndənsi] 성향, 경향 

capture [kǽptʃər] 붙잡다, 포착하다 

Digital Kids

technology [teknɑ́lədʒi] 과학기술 

digital [dídʒətl] 디지털(방식)을 쓰는

joke [dʒóuk] 농담 농담하다 

occupy [ɑ́kjupài] 차지하다, 점령하다 

gadget [ɡǽdʒit] (작고 유용한) 도구[장치] 

allow [əláu] 허락하다 

primarily [praimérəli] 주로 

play a role 역할을 하다

A Wonderful Kitchen

advice [ædváis] 충고, 조언 

currently [kə́ːrəntli] 현재, 지금

futuristic [fjùːtʃərístik] 미래의, 선진적인 

minute [mainjúːt] 극히 작은

link [líŋk] 연결하다, 잇다 

consumption [kənsʌ́mpʃən] 소비 

keep in mind 마음에 담아두다, 잊지 않고 

있다

keep track of ~에 대해 계속 알고[파악하고] 

있다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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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Creatures and Our Own Life

bottom [bɑ́təm] (밑)바닥 

darkness [dɑ́ːrknis] 어둠 

beneath [biníːθ] ~의 바로 밑에 

heaven [hévən] 하늘, 천국 

above [əbʌ́v] ~의 위에

lightning [láitniŋ] 번개 

sunset [sʌ́nsèt] 일몰, 해넘이 

fortunate [fɔ́ːrtʃənət] 운이 좋은, 다행한

Recycled Items

carton [kɑ́ːrtn] (음식이나 음료를 담는) 곽, 통

material [mətíəriəl] 재료, 물질

item [áitəm] 항목, (하나의) 물품, 품목

process [prɑ́ses] 과정 

product [prɑ́dʌkt] 상품, 제품 

recyclables [ri:saɪkləblz] 재활용품 

bin [bín] 쓰레기통, (뚜껑 달린) 큰 상자

rinse [ríns] 헹구어 내다, 씻어 내다 

Solar Energy

electricity [ilektrísəti] 전기 

solar [sóulər] 태양의

particle [pɑ́ːrtikl] 입자, 미립자 

calculator [kǽlkjulèitər] 계산기 

store [stɔ́ːr] 저장하다

fairly [fέərli] 상당히, 꽤 

be made up of ~으로 구성되다, 이루어지다

give off (냄새·열·빛 등을) 내다, 발하다

Has the Sun Disappeared?

block [blɑ́k] 막다, 차단하다

disappear [dìsəpíər] 사라지다 

petal [pétl] 꽃잎 

fool [fúːl] 바보 속이다 

continue [kəntínjuː] 계속하다

crescent [krésnt] 초승달 모양 

swallow [swɑ́lou] 삼키다

or so ~쯤, ~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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