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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스도 역시 1위 해커스와 함께라면
단기 고득점 달성이 가능합니다.

[해커스 텝스 리딩] 알라딘 베스트셀러 외국어 분야 텝스 Reading 부문(2008년 11월 ~ 2019년 7월까지 월간 베스트 기준)
[해커스 텝스 리스닝] 알라딘 베스트셀러 외국어 분야 텝스 Listening 부문(2008.11.~2020.10. 월간 베스트 기준)

[해커스 어학연구소] 알라딘 베스트셀러 외국어 분야 텝스 Reading/Listening 부문 12년 연속 1위(2008.11.~2020.10. 월별베스트 기준, READING 131회, LISTENING 144회, 구문독해 13회)

해커스텝스더 많은 텝스 무료자료는 에서 확인하세요. HackersTEPS.com

최신 기출 유형 반영! 해커스 텝스!

해커스 텝스 라인업

12년 연속
베스트셀러

1위

12년 연속 텝스 베스트셀러 1위 해커스

11년 연속
베스트셀러

1위



기초부터 실전까지 한 번에

해커스만의 레벨별 & 영역별 체계화된 교재!

체계화된 해커스텝스 교재로 학습해야 목표점수 달성이 가능합니다.

텝스 준비를 위한 필수 교재

목표점수별 해커스 텝스 교재

텝스 필수 단어 30일 완성! 
해커스 텝스 기출 보카

단어
완성

텝스 기초 4주 완성!
해커스 텝스 베이직 리딩/리스닝300+

텝스 중급에서 상급으로!
해커스 텝스 중급
문법/독해·어휘/청해

350+

텝스 필수 고득점 전략서!
해커스 텝스 Reading/Listening

400+

텝스 고득점을 위한 최종 마무리
해커스 텝스 
최신기출유형 실전모의고사

500+

해커스텝스 HackersTEPS.com

해커스 텝스 라인업



1위 해커스의 노하우가 담긴

텝스 적중예상특강

매일 텝스 어휘

해커스 텝스 기출 보카 test

텝스 리딩 무료강의2
3

4

5

매일 텝스 풀기1
 매일 업데이트되는 텝스 실전문제로 시험 대비

12년 연속 베스트셀러 1위 해커스텝스의 비법 수록

1위 해커스 스타 강사진의 
텝스 적중예상특강으로 고득점 달성  

텝스 필수 기출 어휘 학습

텝스 최신 기출 어휘를 꼼꼼하게 복습

해커스텝스더 많은 텝스 무료자료는 에서 확인하세요. HackersTEPS.com

[해커스어학원] 2015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외국어학원 부문(한국소비자포럼)

[해커스 어학연구소] 알라딘 베스트셀러 외국어 분야 텝스 Reading/Listening 부문 12년 연속 1위
(2008.11.~2020.10. 월별베스트 기준, READING 131회, LISTENING 144회, 구문독해 13회)

BEST
1위

 문법 이진열  청해 Jin 문법 설미연독해 황수경

해커스텝스 무료 학습 자료



해커스텝스뉴텝스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곳

무작정 외우면 될까?
최신 기출, 빈출 단어 중심으로 외우자!

난이도별 학습가능

해커스텝스
보카테스트

아직 문법 개념이 헷갈린다면?
강한 기본서로 제대로 다지자!

무료
강의

아직 문법 개념이 헷갈린다면?
강한 기본서로 제대로 다지자!

무료
강의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하게 학습!

 Plus 꿀팁!

텝스 학습자를
위한 필수 어플

 ▲ 해커스텝스
  어플 다운로드

 ▲ 텝스 수험생의
    기본! 보카 어플

텝스 학습자를
위한 필수 어플

텝스 베스트셀러 1위
[해커스 텝스 기출 보카]

무작정 외우면 될까?
최신 기출, 빈출 단어 중심으로 외우자!

난이도별 학습가능

해커스텝스
보카테스트

각종 시험 준비생들의 기본 문법서
[그래머 스타트]

아직 문법 개념이 헷갈린다면?
강한 기본서로 제대로 다지자!

 문법개념 강화 

기초 영문법 베스트셀러 1위
[그래머 게이트웨이 베이직/인터미디엇]

아직 문법 개념이 헷갈린다면?
강한 기본서로 제대로 다지자!

해커스텝스와 함께라면 취약영역은 없다!

 기출어휘 암기

 문법개념 강화 

GRAMMAR
START
총평강의

무료
강의

[베이직] 교보문고 외국어 베스트셀러 영어 문법/독해/작문 분야 1위(2019.09.05 ,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베이직 Light Version] 교보문고 외국어 베스트셀러 1위(2018.03.07 인터넷 일간베스트 기준)   
  [인터미디엇] 교보문고 외국어 베스트셀러 영어 문법/독해/작문 분야 1위(2019.09.03 ,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그래머 스타트] YES24/알라딘 영문법 베스트셀러(2008년~2017년 연간 베스트셀러 기준)    [해커스 텝스 기출 보카] 교보문고 외국어 베스트셀러 텝스(Teps) 분야 1위(2017.11.10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무료
강의

텝스 취약영역 극.복.비.법!



	 잘	외워지지	않는	단어는	박스에	체크하여	복습하세요.

001

fertile
⍆⍆ abundant, fruitful, 
productive

adj. 비옥한

The region of Peru known as the Sacred Valley is a fertile farmland.
Sacred Valley로 알려진 페루의 그 지역은 비옥한 농지이다.

002

qualm
n. 양심의 가책, 마음의 꺼림칙함

The lawyer had no qualms about defending major criminal organizations. 
그 변호사는 주요 범죄 조직들을 변호하는 것에 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다.

003

fortuitous

⍆⍆ accidental, serendipitous

adj. 뜻밖의, 우연의

That the long-lost siblings ended up in the same city was fortuitous.
오랫동안 소식을 듣지 못한 자매가 같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은 뜻밖이었다.

004

compensate for 

⍆⍆ make up for

phr. ~을 보완하다, 보충하다

Laura compensated for her mistake at work by staying late to fix it.
Laura는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늦게까지 머무름으로써 업무에서의 잘못을 보완했다.

005

contagious

⍆⍆ infectious

adj. 전염성의

The plague was very contagious and spread across Europe quickly.
그 전염병은 매우 전염성이 강해서 유럽 전역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006

amenable
⍆⍆ agreeable, willing, 
cooperative

adj. ~을 잘 받아들이는, 유순한

The staff was amenable to the changes suggested by management.
직원들은 경영진이 제안한 변화를 잘 받아들였다. 

007

comprehensive
⍆⍆ all-inclusive, exhaustive, 
broad

adj. 포괄적인, 종합적인

Most textbooks give a comprehensive overview of a subject. 
대부분의 교과서는 과목의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008

affable

⍆⍆ amiable, friendly

adj. 붙임성 있는, 상냥한

Cocker spaniels are one of the most affable breeds of dog.
코커 스패니얼은 가장 붙임성 있는 개의 품종 중 하나이다.

009

decent 

⍆⍆ appropriate, respectable

adj. (수준·질이) 괜찮은, 제대로 된

The parents bought decent outfits their children could wear to the party.
부모님은 자녀들이 그 파티에 입고 갈 수 있는 괜찮은 의상을 샀다.

010

aesthetic

⍆⍆ artistic, decorative

adj. 심미적인, 미적 감각이 있는 

Rene Magritte’s aesthetic style was defined by surreal images.
르네 마그리트의 심미적인 스타일은 초현실적인 이미지로 정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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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digest

⍆⍆ assimilate

v. 소화시키다  

A short walk after eating helps you digest your food.
식사 후 짧은 산책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을 돕는다.

012

ascetic

⍆⍆ austere, disciplined

adj. 금욕적인

Monks commit to living an ascetic life.
수도승들은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에 전념한다.

013

commence

⍆⍆ begin, initiate

v. 시작하다 

Dimming the lights means the performance will commence shortly.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은 공연이 곧 시작할 것임을 의미한다.

014

discriminatory 

⍆⍆ biased, unfair

adj. 차별적인, 불공평한

Several companies were accused of discriminatory hiring practices.
일부 회사들은 차별적인 고용 관행으로 비난받았다. 

015

daring

⍆⍆ bold, adventurous

adj. 대담한, 위험한

Only the most daring people are willing to try bungee jumping.
가장 대담한 사람들만이 흔쾌히 번지 점프를 시도해보려 한다.

016

brush up on

⍆⍆ bone up on

v. (기술·학문 등을) 연마하다, 복습하다

Mark enrolled in a class to brush up on his French skills. 
Mark는 프랑스어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서 수업에 등록했다.

017

adhere to 

⍆⍆ stick to

phr. ~을 충실히 지키다, 고수하다 

Students must adhere to the university’s code of conduct. 
학생들은 대학교의 행동 강령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018

hygiene
n. 위생 

Hygiene is important at hospitals.
병원에서 위생은 중요하다.

019

archaeologist 
n. 고고학자

The archaeologist tried not to damage the bones he unearthed.
그 고고학자는 그가 발굴한 유골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020

authorities 

⍆⍆ government

n. 당국

Bill contacted the authorities after spotting a suspicious package.
Bill은 수상한 꾸러미를 발견하고 당국에 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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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discreet

⍆⍆ cautious, sensible

adj. 신중한, 사려 깊은

Jane wore a discreet outfit so as not to call attention to herself.
Jane은 자신에게 주의가 집중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옷을 입었다.

022

demographics
n. 인구 통계 

The demographics of the town changed as more people moved in.  
더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그 동네의 인구 통계는 변했다.

023

imminent

⍆⍆ coming, at hand

adj. 임박한

Dark rain clouds indicated that a storm was imminent.
먹구름은 폭풍이 임박했음을 나타냈다.

024

inauguration

⍆⍆ commencement, opening

n. 개업, 개통식, 준공식

A decade after the store’s inauguration, business was still booming.
그 가게는 개업한 지 10년 후에도, 사업이 여전히 성황 중이었다.

025

coerce

⍆⍆ compel, press

v. 강요하다, 강제하다

Interrogation tactics are used to coerce confessions from suspects.
심문 전략은 용의자로부터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된다.

026

kudos

⍆⍆ compliment, admiration

n. 칭찬, 찬사

The entire staff deserved kudos for reaching their goals.
전 직원은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해 칭찬을 받을 만했다.

027

eclectic
⍆⍆ comprehensive, varied, 
diverse

adj. 다방면에 걸친, 절충적인

The program drew an eclectic group of students from across the world.
그 프로그램은 전 세계로부터 다방면에 걸친 학생 무리의 이목을 끌었다.

028

divulge 

⍆⍆ confess, disclose

v. 폭로하다, 누설하다

The CEO divulged that the company was in financial trouble.
그 CEO는 회사가 재정 위기에 있다는 것을 폭로했다.

029

cramped
⍆⍆ congested, overcrowded, 
narrow

adj. 비좁은, 갑갑한

With over forty passengers on board, the bus was severely cramped.
40명이 넘는 승객들이 탑승해서, 그 버스는 심하게 비좁았다.

030

entertain

⍆⍆ contemplate, ponder

v. ~을 생각하다

As a child, Janet entertained the idea of being a lawyer.
어렸을 때, Janet은 변호사가 되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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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belie

⍆⍆ contradict

v. ~과 모순되다, 착각하게 만들다

The angry expression on Mark’s face belied his calm words.
Mark의 얼굴에 드러난 화난 표정은 그의 침착한 말과 모순되었다. 

032

associate

⍆⍆ correlate, link

v. 연관시키다, 결부하다

Numerous studies associate junk food with poor health.
수많은 연구는 정크 푸드와 나쁜 건강 상태를 연관시킨다.

033

demise

⍆⍆ dissolution, extinction

n. 종말, 사망

Dishonest business tactics ensured the demise of the company.
부정직한 사업 전략은 그 회사를 몰락시켰다.

034

decipher

⍆⍆ decode, interpret

v. 해독하다, 판독하다

The Rosetta Stone allowed historians to decipher ancient writing.
로제타석은 역사가들이 고대의 필적을 해독하도록 해주었다. 

035

diploma 

⍆⍆ degree, credentials

n. 수료증, 학위, 졸업 증명서

After completing a two-year program, students receive a diploma.
2년짜리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학생들은 수료증을 받는다. 

036

accompany
v. 동행하다 

Tour guides accompany visitors around the palace.
여행 가이드는 궁전 주위에서 방문객들과 동행한다.

037

derelict

⍆⍆ deserted, forsaken

adj. 버려진, 유기된

The derelict building was vacant for years before being torn down.
그 버려진 건물은 철거되기 전에 수년간 비어있었다. 

038

ambitious
⍆⍆ desiring success, 
enthusiastic, earnest

adj. 야망 있는, 야심적인

Alexander the Great was an ambitious military leader.
알렉산더 대왕은 야망 있는 군 지휘자였다.

039

decimate 

⍆⍆ destroy, annihilate

v. 심하게 훼손하다, 많은 사람을 죽이다

An atomic bomb decimated the city of Hiroshima in 1945.
원자 폭탄은 1945년에 히로시마 시를 심하게 훼손시켰다. 

040

critical

⍆⍆ detracting, fault-finding

adj. 비판적인, 비난하는

The novel sold well even though it received highly critical reviews.
상당히 비판적인 평론도 있었지만, 그 소설은 잘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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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disastrous

⍆⍆ devastating, terrible

adj. 처참한, 형편없는

Climate change will have a disastrous effect on the planet.
기후 변화는 지구에 처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042

disparity

⍆⍆ difference, imbalance

n. 격차, 불균형 

The disparity in wealth between the rich and poor is a grave problem.
빈부 격차는 심각한 문제이다.

043

catalyst 

⍆⍆ stimulant

n. 촉매제, 기폭제

Social media has been an important catalyst for political change.
소셜 미디어는 정치적 변화에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

044

lengthen
v. 연장하다 

During the summer, Indigo Fashion lengthens its business hours.
여름 동안, Indigo Fashion은 업무 시간을 연장한다.

045

collaborative effort 
n. 공동의 노력, 협력

Building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as a collaborative effort.
국제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는 것은 공동의 노력이었다.

046

aberration

⍆⍆ eccentricity, oddity

n. 예외적인 일, 탈선

The heat wave was an aberration in the otherwise temperate region.
다른 때에는 기후가 온화한 지역에서 폭염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047

slope
n. 경사 

The hiker fell down a steep slope.
그 등산객은 가파른 경사에서 떨어졌다.

048

dispel

⍆⍆ eliminate, chase away

v. 없애다, 떨쳐버리다

The CEO was eager to dispel rumors of the company’s bankruptcy.
그 CEO는 회사의 파산에 대한 루머를 없애고 싶어했다.

049

abstruse

⍆⍆ esoteric, perplexing

adj. 난해한

The Cantos is considered Ezra Pound’s most abstruse poem.
「캔토스」는 에즈라 파운드의 가장 난해한 시로 여겨진다.

050

customary 

⍆⍆ established, traditional

adj. 관례적인, 관습적인

It is customary for a bride to wear a white dress at her wedding.
결혼식에서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것은 관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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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articulate 

⍆⍆ express, enunciate

v. 분명히 표현하다 

After a trauma, people need time to articulate their emotions about it.
충격적인 경험 이후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그들의 감정을 분명히 표현할 시간이 필요하다.

052

agriculture

⍆⍆ farming, cultivation

n. 농업

Old forms of agriculture have been replaced with new technologies.
오래된 농업 방식은 신기술로 대체되어왔다.

053

combat 

⍆⍆ fight, defy

v. 싸우다, 반항하다

The police force exists to combat crime.
경찰은 범죄와 싸우기 위해 존재한다.

054

adamantly

⍆⍆ firmly, strictly, decisively

adv. 확고하게, 단호하게

Martin Luther King Jr. was adamantly in favor of desegregation.
마틴 루터 킹 2세는 인종 차별 페지에 대해 확고하게 찬성했다.

055

ingratiate

⍆⍆ flatter

v. 환심을 사다, 비위를 맞추다

Bringing a gift is an effective way to ingratiate yourself with the host.
선물을 가져 가는 것은 주인의 환심을 사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056

filthy
adj. 더러운, 불결한, 부도덕한

Numerous reviews of the hotel claim the rooms are disgustingly filthy.
그 호텔의 무수한 후기들은 방들이 진절머리나게 더럽다고 말한다.

057

dismiss

⍆⍆ free, send away

v. 떠나게 하다, 해산시키다 

The teacher dismissed his students at the end of the class.
그 선생님은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을 돌려보냈다. 

058

assign

⍆⍆ allot, distribute

v. (일·사물을) 할당하다

The professor assigned the class three chapters to read.
그 교수는 학생들에게 3개의 챕터를 읽어오도록 할당했다. 

059

disability

⍆⍆ handicap, disorder

n. 장애 

Special parking spots are reserved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특별 주차 공간은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다.

060

impetuously

⍆⍆ hastily, impulsively

adv. 성급하게, 충동적으로

Jessica impetuously quit her job and later regretted the decision.
Jessica는 성급하게 직장을 그만두었고 나중에 그 결정을 후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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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affordable 

⍆⍆ inexpensive, economical

adj. (가격이) 저렴한, 적당한

Store brands are usually more affordable than name brands.
자체 브랜드 상품은 유명 상표 상품보다 대개 가격이 더 저렴하다.

062

deter

⍆⍆ inhibit, discourage, daunt

v. 막다, 저지하다, 그만두게 하다

The possibility of prison time is meant to deter people from crime.
감옥살이를 할 가능성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 것으로 여겨진다.

063

derision

⍆⍆ insult, disrespect

n. 조롱, 조소

Geniuses often face derision before their ideas are accepted.
천재들은 그들의 생각이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종종 조롱을 받는다.

064

abusive

⍆⍆ insulting, rude, offensive

adj. 모욕적인, 독설의 

Abusive remarks can destroy a relationship.
모욕적인 발언은 관계를 해칠 수 있다.

065

astute

⍆⍆ keen, shrewd

adj. 영리한, 약삭빠른

Tim’s savings grew after he made several astute investments.
Tim이 저축한 돈은 그가 몇 차례 영리한 투자를 한 뒤에 증가했다.

066

dearth

⍆⍆ lack, shortage, scarcity

n. 부족, 결핍

During the Great Depression, the country suffered from a dearth of food.
대공황 동안, 그 국가는 식량 부족을 겪었다.

067

hefty

⍆⍆ tremendous, large

adj. (돈의 액수가) 많은

As a reward for his hard work, Carl received a hefty pay raise.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Carl은 많은 액수의 봉급 인상을 받았다.

068

accountable

⍆⍆ liable, responsible

adj. 책임이 있는

The team leader was held accountable for the project’s failure.
그 팀장은 프로젝트의 실패에 대해 책임이 있었다.

069

depression

⍆⍆ low spirits, despair

n. 우울증

Many people experience depression during the dark winter months.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겨울 동안에 우울증을 겪는다. 

070

topple
v. (건물 등이) 무너지다, 뒤엎다

Despite leaning dangerously in the wind, the tower did not topple. 
바람에 위험하게 기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탑은 무너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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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be subject to
phr. ~의 대상이 되다

Travelers are subject to being searched by airport officials.
여행객들은 공항 관계자들에게 수색의 대상이 된다.

072

be versed in 
phr. ~에 정통하다, ~에 대해 잘 알다

Ballerinas should be versed in classical and contemporary styles. 
발레리나들은 고전적인 스타일과 현대적 스타일에 정통해야 한다. 

073

reticence
n. 과묵함

Certain cultures value reticence and politeness far more than others. 
특정 문화들은 다른 문화들보다 과묵함과 예의를 훨씬 더 가치있게 여긴다.

074

contribution

⍆⍆ offering, grant

n. 기부금, 기여

Politicians rely on contributions to fund their political campaigns.
정치인들은 그들의 선거 운동에 자금을 대기 위해 기부금에 의존한다.

075

clichÁ

⍆⍆ overused phrase

n. 진부한 표현 

Good writers avoid using clichés in their work.
훌륭한 작가들은 작품에서 진부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한다.

076

appease

⍆⍆ pacify, placate

v. 달래다

Molly appeased the frustrated children by offering them candy.
Molly는 실망한 아이들을 사탕을 줘서 달랬다.

077

commoner

⍆⍆ plebeian

n. 평민, 서민

The oppressed commoners revolted against their government.
억압된 평민들은 정부에 반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078

contaminate

⍆⍆ pollute, infect, harm

v. 오염시키다, 악영향을 주다

Illegal chemical dumping contaminated the town’s drinking water.
화학 약품의 불법 투기는 그 마을의 식수를 오염시켰다.

079

credible
adj. 믿을 만한, 설득력이 있는

When writing an academic essay, make sure your sources are credible. 
학술적인 에세이를 쓸 때, 당신의 자료 출처가 믿을 만하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라.

080

display

⍆⍆ presentation, exhibit

n. 진열, 전시 

The store constructed a special Christmas display every December.
그 가게는 매년 12월에 크리스마스 특별 진열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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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

compromise

⍆⍆ negotiate, agree

v. 타협하다, 화해하다

After hours of negotiation, the parties compromised on their demands. 
몇 시간의 협상 이후에, 당사자들은 그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타협했다.

082

acquire 

⍆⍆ receive, buy

v. 구입하다, 획득하다 

The builders acquired their power tools at the hardware store.
그 건축업자들은 철물점에서 전동 공구를 구입했다.

083

appreciate
⍆⍆ recognize worth,  
acknowledge

v. 진가를 알아보다

The manager gave bonuses to show his team he appreciated them.
그 매니저는 그가 팀원들의 진가를 알아봤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보너스를 줬다. 

084

eulogy

⍆⍆ tribute

n. 추도 연설 

Robert gave a moving eulogy at his father’s funeral.
Robert는 그의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감동적인 추도 연설을 했다.

085

knock the socks off
phr. ~에게 큰 영향을 미치다

Elvis Presley knocked the socks off everyone with his dancing.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의 춤으로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086

call the shots
phr. (상황을) 지휘하다, 주도권을 쥐고 있다

The new manager said he would call the shots in the office from now on.
그 새로운 관리자는 지금부터 그가 사무실을 지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087

account for  

⍆⍆ explain

phr. ~을 설명하다, 차지하다

Kelly could not account for her whereabouts the night before.
Kelly는 그녀의 전날 밤 행방에 대해 설명할 수 없었다. 

088

accuse A of B 
phr. A를 B로 비난하다

Sam accused his brother of eating all the cherry pie.
Sam은 그의 형이 체리 파이를 다 먹은 것에 대해 비난했다.

089

existence
n. 존재 

Biologists confirmed the existence of a new species of bat.
생물학자들은 박쥐의 새로운 종의 존재를 확인했다.

090

contemporary 
⍆⍆ occurring at the same time, 
modern, existing

adj. 동시대의, 현대의

Ben Jonson the playwright was contemporary with Shakespeare. 
극작가 벤 존슨은 셰익스피어와 동시대에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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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

esoteric

⍆⍆ mysterious, obscure

adj. 심오한, 소수만 이해하는, 비밀의

Some find Albert Camus’ philosophy esoteric and hard to grasp.
몇몇 사람들은 알베르 카뮈의 철학이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092

indigenous

⍆⍆ native, domestic

adj. 원산의, 토착의

Several types of maple trees are indigenous to Canada.
단풍나무의 여러 품종들은 캐나다가 원산지이다.

093

advocate

⍆⍆ support, back

v. 지지하다

Vegetarians advocate eating a purely plant-based diet.
채식주의자들은 오직 채소에 기반한 식사를 하는 것을 지지한다.

094

buttress

⍆⍆ support, bolster

v. 뒷받침하다

The scientist buttressed her claims by citing a few relevant studies.
그 과학자는 몇몇의 관련 연구들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095

garrulous 

⍆⍆ talkative, chatty

adj. 수다스러운, 말이 많은

Dan was so garrulous that no one could get a word in when he spoke.
Dan은 너무 수다스러워서 그가 말할 때 아무도 끼어들 수 없었다. 

096

hypothetical

⍆⍆ theoretical, assumed

adj. 가설에 근거한, 가설의 

The hypothetical calculations were far off from the actual data.
가설에 근거한 계산은 실제 수치에서 크게 벗어났다.

097

hoax

⍆⍆ deception, con

n. 조작, 날조

Rumors of the celebrity’s death turned out to be a hoax.
그 유명인의 죽음에 대한 소문들은 조작인 것으로 드러났다.

098

exhaust

⍆⍆ deplete, use up

v. 고갈시키다, 다 써버리다

During the drought, the town exhausted its water reservoir.
가뭄 동안, 그 마을의 저수지가 고갈되었다.

099

fickle

⍆⍆ capricious, vacillating

adj. 변덕스러운

Teenagers are often fickle, changing their minds without warning.
십대들은 종종 변덕스러워서, 예고 없이 그들의 마음을 바꾼다.

100

feeble

⍆⍆ weakened, infirm

adj. 허약한, 가냘픈

A bout of pneumonia left Sharon feeble and miserable.
한 차례의 폐렴은 Sharon을 허약하고 우울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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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cajole 

⍆⍆ wheedle, flatter

v. 감언이설로 속이다

The student cajoled the professor into raising his grade.
그 학생은 교수를 감언이설로 속여 자신의 점수를 올렸다.

102

burn the midnight 
oil

v.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Many students burn the midnight oil before a test.
많은 학생들은 시험 전에 밤늦게까지 공부한다.

103

take in
phr. 속이다, 구독하다

Many are taken in by online scams designed to steal personal information. 
많은 사람들은 개인 정보를 훔치기 위해 고안된 온라인 신용 사기에 속는다. 

104

ailment

⍆⍆ disease, condition

n. 질병

Family doctors are able to treat most common ailments.
가정의들은 가장 흔한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

105

indisposed

⍆⍆ disinclined, unwilling

adj. 기분이 언짢은, 내키지 않는

Cats are generally indisposed to being bathed or combed.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목욕하거나 빗질하는 것을 싫어한다.

106

flout

⍆⍆ disregard, scorn

v. 무시하다, 업신여기다

The flappers of the 1920s flouted convention by wearing short skirts.
1920년대의 신여성들은 짧은 치마를 입음으로써 관습을 무시했다.

107

adapt to  

⍆⍆ adjust, accustom

phr. ~에 적응하다, 익숙해지다 

At 8,000 meters and above, humans cannot adapt to the altitude.
8,000미터 이상에서, 인간은 고도에 적응할 수 없다.

108

accumulate

⍆⍆ accrue, collect

v. 모으다, 축적하다

Marvin accumulated an impressive stamp collection over the years.
Marvin은 수년 동안 인상적인 우표 수집품을 모았다.

109

allegation

⍆⍆ accusation, charge

n. 혐의, 진술, 주장

The allegations against the defendant included theft and vandalism.
그 피고에게 제기된 혐의에는 절도죄와 공공 기물 파손죄가 포함되었다.

110

dart out
phr. 빠르게 뛰쳐 나오다

The sprinter darted out from the starting blocks before everyone else.
그 단거리 주자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먼저 출발대로부터 빠르게 뛰쳐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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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be prone to 
phr. ~하기 쉽다, ~의 경향이 있다

Children are prone to fall and bruise themselves.
아이들은 스스로 넘어져 멍이 들기 쉽다.

112

apparatus

⍆⍆ appliance, machinery

n. 장치, 기구

Hospitals require the latest medical apparatus to run tests. 
병원은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최신 의학 장치들을 필요로 한다. 

113

candidate

⍆⍆ applicant, aspirant

n. 후보자

Five candidates were interviewed for the magazine internship.
다섯 명의 후보자들은 그 잡지사의 인턴직을 위해 면접을 봤다.

114

cancellation

⍆⍆ calling off

n. 취소

Fans were upset by the last-minute cancellation of the concert.
팬들은 콘서트가 임박해서 취소된 것에 화났다.

115

capitalize on 

⍆⍆ utilize, employ

phr. ~을 이용하다, 기회로 삼다

Smart investors capitalize on good opportunities when they arise.
현명한 투자자들은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한다.

116

breach

⍆⍆ rupture, break

v. (방어벽 등에) 구멍을 뚫다, (법률·약속을) 위반하다

An iceberg breached the hull of the Titanic, causing it to sink.
빙산은 타이타닉 호의 선체에 구멍을 뚫었고, 배를 가라앉게 했다.

117

repentant
adj. 후회하고 있는

Maxwell felt repentant about the theft and admitted to the crime. 
Maxwell은 도둑질에 대해 후회했고 범죄를 시인하였다.

118

cease

⍆⍆ stop, break off

v. 중단하다, 그만하다

Conversation ceased when the president entered the room.
대통령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대화는 중단되었다.

119

derive from  

⍆⍆ come from, arise

phr. ~에서 얻다, 나오다 

Chocolate products are derived from cocoa beans.
초콜릿 제품은 카카오 열매로부터 얻어진다.

120

designate A as B 
phr. A를 B로 지정하다

The employees designated the back room as a break area.
직원들은 안쪽 방을 휴식 공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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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console

⍆⍆ relieve, comfort 

v. 위로하다

Nothing could console Tina after her break-up.
결별 이후, 어떠한 것도 Tina를 위로할 수 없었다.

122

accountability 

⍆⍆ responsibility, liability

n. 책임, 의무

Accountability for the break-in fell to the security chief.
침입에 대한 책임은 보안 책임자의 몫이 되었다.

123

entrench

⍆⍆ establish, strengthen

v. 확립하다, 견고히 하다

Fair elections help to entrench democracy in a nation.
공정한 선거는 국가에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것을 돕는다.

124

bolster

⍆⍆ strengthen, reinforce

v. 북돋우다, 강화하다

John’s new haircut bolstered his confidence in his appearance.
John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아주었다.

125

hackneyed
adj. 진부한

The novel was said to be a hackneyed rehash of a familiar plotline. 
그 소설은 익숙한 줄거리의 진부한 재탕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126

alternative

⍆⍆ substitute, choice, option

n. 대안

Natural headache remedies are an alternative to pain-killing drugs.
천연 두통 치료제는 진통제에 대한 대안이다. 

127

convene

⍆⍆ bring together, assemble

v. 모이다, 소집하다

The committee convenes once a month to discuss the budget.
그 위원회는 예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모인다.

128

imposition

⍆⍆ burden, intrusion

n. 폐, 부담

Most people view telemarketers as an imposition.
대부분의 사람들은 텔레마케터들을 민폐라고 여긴다.

129

admittedly
⍆⍆ by one’s own admission, 
surely

adv. 인정하건대, 확실히  

The sources cited in the study were admittedly not very reliable.
그 연구에서 인용된 자료들은 인정하건대 별로 믿을만하지 않았다.

130

catastrophe

⍆⍆ calamity, tragedy

n. 재앙, 참사 

The eruption of a nearby volcano was a catastrophe for Pompeii.
근처 화산의 폭발은 폼페이에 재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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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significant

⍆⍆ important, meaningful

adj. 중요한, 주목할 만한, 의미있는

University graduation is a significant event in a person’s life.
대학 졸업은 한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132

resign

⍆⍆ abdicate, vacate

v. 사임하다, 사직하다 

The prime minister resigned from office after the fraud scandal. 
그 수상은 사기 스캔들 이후에 공직에서 사임했다.

133

literacy

⍆⍆ ability to read

n. 읽고 쓰는 능력

Finland has a literacy rate of over 95 percent.
핀란드의 식자율은 95퍼센트가 넘는다.

134

qualified

⍆⍆ able, skillful

adj. 적합한, 유능한

To be qualified for the job, applicants need a law degree.
그 일자리에 적합하려면, 지원자들은 법학 학위가 필요하다.

135

irksome

⍆⍆ annoying, irritating

adj. 짜증나는, 귀찮은

The bicycle’s squeaky front wheel made an irksome noise. 
끽하는 소리를 내는 자전거 앞바퀴는 짜증나는 소음을 냈다.

136

dispute 

⍆⍆ argue, challenge

v. 이의를 제기하다, 반박하다

Suffragettes disputed the idea that women should not vote.
여성 참정권 운동가는 여성이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했다.

137

incite

⍆⍆ arouse, provoke

v. 일으키다, 유발하다

The kidnapping of Helen incited the Trojan War. 
Helen이 납치된 것이 트로이 전쟁을 일으켰다.

138

eventually
adv. 결국 

CEO Bennet eventually announced her retirement.
최고 경영자인 Bennet은 결국 그녀의 사퇴를 발표했다.

139

temptation

⍆⍆ attraction, lure

n. 유혹 

Smokers who are trying to quit must resist the temptation to light up.
금연을 하려는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려는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

140

refrain from 

⍆⍆ avoid, mind

phr. ~을 삼가다

Moviegoers should refrain from talking during the film.
영화 관객들은 영화 상영 동안에 이야기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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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ward off

⍆⍆ avoid, prevent, avert

phr. ~을 막다, 피하다

To ward off illness, wash your hands frequently.
질병을 막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으세요.

142

redeem
v. 교환하다, 상환하다 

Jennifer redeemed her voucher for a free coffee.
Jennifer는 그녀의 상품권을 무료 커피로 교환했다.

143

institute

⍆⍆ begin, establish

v. 실시하다, 설립하다 

The hotel instituted a strict no smoking policy in all the rooms.
그 호텔은 모든 객실에 대해 엄격한 금연 방침을 실시했다.   

144

novice

⍆⍆ beginner, newcomer

n. 초보자

The baseball league was for novices only.
그 야구 리그는 초보자만을 위한 것이었다.

145

legislation

⍆⍆ bill, constitution

n. 법규, 입법 조치 

New legislation banned smoking from all public areas. 
새로운 법규는 모든 공공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146

rash

⍆⍆ breakout

n. 발진, 뾰루지 

Synthetic fabrics can irritate skin and cause rashes.
합성 섬유는 피부를 자극하여 발진을 유발할 수 있다.

147

vacant
adj. 비어 있는

A property developer has purchased the vacant lot on Pine Street. 
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Pine로의 비어 있는 부지를 구입했다. 

148

imprudent

⍆⍆ careless, reckless

adj. 무분별한, 신중하지 못한

Imprudent lending contributed to the economic crisis of 2008.
무분별한 대출은 2008년의 경제 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

149

brag
v. 자랑하다, 허풍떨다

People who brag about their achievements can be very tiresome. 
그들의 성취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은 매우 성가실 수 있다.

150

incur

⍆⍆ obtain, earn

v. (빚 등을) 지다, (손실을) 입다 

People who do not pay their bills on time incur late fees.
청구서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은 연체료를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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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sympathy

⍆⍆ compassion, commiseration

n. 연민, 동정 

Unemployed himself, Kyle had sympathy for his out-of-work friend.
자신도 실직했기 때문에, Kyle은 실직한 친구에게 연민을 느꼈다.

152

reimbursement

⍆⍆ compensation, repayment

n. 환불, 변상, 배상 

Ticket holders will get a full reimbursement if the event is cancelled.
만약 행사가 취소된다면, 티켓 소지자들은 전액 환불을 받을 것이다.

153

rebel

⍆⍆ defy, resist

v. 반항하다, 반대하다

It is natural for teenagers to rebel against their parents.
십대들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154

unanimity

⍆⍆ complete agreement

n. 만장일치

Unanimity was required in all of the political party’s decisions. 
정당의 모든 결정에는 만장일치가 요구되었다.

155

exclusively

⍆⍆ only, solely

adv. 오로지, 독점적으로

Peter bought his clothes exclusively from secondhand shops.
Peter는 오로지 중고 가게에서만 옷을 샀다.

156

imperative

⍆⍆ compulsory, obligatory

adj. 필수의, 반드시 해야 하는

It is imperative that nurses wash their hands before a shift.
간호사가 교대 근무 전에 손을 씻는 것은 필수적이다.

157

verdict

⍆⍆ conclusion, decision, decree

n. 평결, 판결

It took the jury less than one hour to reach a verdict on the case.
배심원단은 그 사건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데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158

misleading

⍆⍆ confusing, inaccurate

adj. 오해의 소지가 있는

Consumers can be fooled by misleading food labels like “fat free.”
소비자들은 ‘무지방’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식품 라벨에 속을 수 있다.

159

implication 

⍆⍆ connotation, indication

n. 암시, 함축, 영향

The boss’s speech made the implication that layoffs were likely.
그 사장의 연설은 해고가 있을 수 있다는 암시를 주었다.

160

oppose

⍆⍆ resist, protest

v. 반대하다

The conservative party opposes increasing the minimum wage.
보수 정당은 최저 임금 인상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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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persist

⍆⍆ continue, carry on

v. 지속하다

Martha’s rash persisted even after she applied ointment to it.
Martha의 발진은 그녀가 연고를 바른 후에도 지속되었다.

162

replicate

⍆⍆ copy, clone

v. 복제하다, 반복하다

Photocopiers are used to replicate documents.
복사기는 문서를 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163

remedy

⍆⍆ cure, therapy

n. 치료법, 치료

Chicken soup is a common home remedy for a cold.
닭고기 수프는 감기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 치료법이다.

164

mar

⍆⍆ damage, hurt, impair

v. 손상시키다, 망치다

Fred marred his reputation by behaving dishonestly.
Fred는 불성실하게 행동하여 그의 명성을 손상시켰다.

165

stale

⍆⍆ decayed, old

adj. 상한, 오래된

Bread will go stale quickly if it is left uncovered.
빵은 덮여 있지 않으면, 빨리 상할 것이다.

166

representative

⍆⍆ delegate, deputy

n. 대변인, 대리인

A representative from the mayor’s office spoke on her behalf.
시장의 대변인은 그녀를 대신해서 연설했다. 

167

scold

⍆⍆ denounce, rebuke

v. 야단치다

The teacher scolded the student for not completing his homework.
선생님은 숙제를 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 학생을 야단쳤다.

168

recount 

⍆⍆ describe, tell

v. 자세히 이야기하다

Paul recounted the burglary he witnessed to the police. 
Paul은 경찰에게 그가 목격한 절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169

suspect
v. 의심하다 

Vince suspects that the jacket was overpriced. 
Vince는 재킷의 값이 너무 비싸게 매겨졌다고 의심한다.

170

stipulate

⍆⍆ designate, specify

v. 규정하다, 명기하다

The delivery date of the product is stipulated in the contract.
그 상품의 배송 날짜는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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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obliterate

⍆⍆ destroy, eliminate

v. 없애다, 지우다

The hurricane obliterated every building in the small town.
허리케인은 작은 도시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없애 버렸다.

172

quandary

⍆⍆ difficulty, dilemma, plight

n. 곤경, 당황

Jimmy was in a quandary after failing to gain acceptance to college.
Jimmy는 대학 입학 허가를 얻지 못해서 곤경에 빠졌다.

173

wane

⍆⍆ diminish, lessen

v. 줄어들다, 약화되다

As people grow older, their energy levels tend to wane.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 수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174

skeptical

⍆⍆ disbelieving, leery

adj. 회의적인

The team was skeptical that John’s marketing scheme would work.
그 팀은 John의 마케팅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175

offend

⍆⍆ displease, insult

v. 불쾌하게 하다

The comedian’s mean-spirited jokes offended the audience.
그 코미디언의 저급한 농담은 관객을 불쾌하게 했다.

176

strand
v. ~을 오도가도 못하게 하다, 좌초시키다

The flight cancellation left hundreds stranded at the airport overnight. 
그 비행편 결항은 수백 명을 밤새 공항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했다.

177

recession

⍆⍆ downturn, decline, slump

n. 불경기

During a recession, consumer spending drops significantly.
불경기 동안, 소비자 지출은 크게 하락한다.

178

moribund

⍆⍆ dying

adj. 죽어 가는, 소멸해 가는

An influx of new businesses revived the moribund neighborhood.
새로운 사업체들의 유입은 죽어 가는 지역을 부흥시켰다. 

179

repercussion

⍆⍆ effect, influence

n. 영향

Pollution has severe repercussions for the environment.
오염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180

get rid of 

⍆⍆ eliminate, discard

phr. ~을 없애다, 처리하다 

Burning a citronella candle will help get rid of mosquitoes.
시트로넬라 초를 태우는 것은 모기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3최신 텝스자료 무료제공 Hackers.co.kr HACKERS.co.kr
영어 전문 포털

300VOCA



181

immigration
n. 이민자 수, 이민

From the 1880s to the 1920s, immigration reached a peak in the US.
188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 미국의 이민자 수는 정점을 찍었다.

182

unilateral

⍆⍆ concerned with one side

adj. 일방적인, 단독의

The Romans’ superior weapons gave them a unilateral advantage.
로마의 우월한 무기는 그들에게 일방적인 이점을 주었다. 

183

scurvy
n. 괴혈병 

Scurvy occurs when a person consumes too little vitamin C.
너무 적은 비타민 C를 섭취할 때 괴혈병이 발생한다.

184

sentiment

⍆⍆ emotion, feeling

n. 감정, 정서 

The crime spree created a sentiment of fear in the area.
범죄의 빈번한 발생은 그 지역에 공포감을 조성했다.

185

vigorous

⍆⍆ energetic, powerful

adj. 격렬한, 활발한

Fitness experts recommend vigorous exercise three times a week.
피트니스 전문가들은 주 3회의 격렬한 운동을 권장한다.

186

synonymous

⍆⍆ equivalent, interchangeable

adj. 같은 뜻의, 동의어의

Diligent and hard-working are basically synonymous terms.
근면과 열심히 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뜻의 용어이다. 

187

rule out

⍆⍆ exclude, reject

phr. ~을 제외시키다, 배제하다

Doctors ruled out allergies as the cause of Nina’s symptoms.
의사들은 Nina의 증상에 대한 원인으로 알레르기를 제외시켰다.

188

remarkable

⍆⍆ extraordinary, unusual

adj. 놀랄 만한, 비범한

Every team in the competition had several remarkable dancers.
그 대회의 모든 팀에는 몇몇의 놀랄 만한 댄서들이 있었다.

189

reputation

⍆⍆ fame, prestige

n. 명성, 평판 

The restaurant’s reputation was built on great food and service.
그 식당의 명성은 훌륭한 음식과 서비스에 기반을 두었다.

190

household

⍆⍆ family, house

n. 가족, 가정 

Gia’s household consists of herself, her husband, and two children.
Gia의 가족은 그녀, 그녀의 남편, 두 아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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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impression

⍆⍆ feeling, impact

n. 인상 

The job candidate’s messy appearance left a bad impression.
그 구직자의 지저분한 외모는 나쁜 인상을 남겼다.

192

struggle

⍆⍆ fight, wrestle

v. 싸우다, 분투하다 

Male silverback gorillas will struggle with each other for dominance.
수컷 실버백 고릴라들은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서로 싸울 것이다.

193

liberate

⍆⍆ free, emancipate

v. 해방하다, 자유롭게 하다

Gandhi helped liberate India from British rule.
간디는 인도를 영국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도왔다. 

194

copious
adj. 다량(다수)의, 풍부한, 많은

The copious amounts of sugar found in most softdrinks pose health risks.
대부분의 청량 음료에서 발견되는 다량의 설탕은 건강 위협을 제기한다.

195

intimidate

⍆⍆ frighten, threaten

v. 겁을 주다

Bullies intimidate their victims with insults and violence.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모욕과 폭력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다.

196

integral

⍆⍆ fundamental, necessary

adj. 필수의, 완전한

Good balance and posture is integral to surfing.
좋은 균형과 자세는 서핑에 필수적이다.

197

pledge
⍆⍆ give word of honor, 
guarantee, promise

v. 서약하다, 약속하다

The bride and groom pledge their love and loyalty to each other.
신부와 신랑은 그들의 사랑과 정절을 서로에게 서약한다.

198

maturation

⍆⍆ growth, advancement

n. 성숙, 성숙기 

The maturation of the brain continues well into adulthood. 
뇌의 성숙은 성인기에도 쭉 지속된다.

199

recuperate

⍆⍆ heal, recover

v. (건강·원기를) 회복하다

Calvin took a month off work to recuperate from his operation.
Calvin은 수술에서 회복하기 위해 한 달간 휴가를 냈다.

200

incumbent
⍆⍆ holding an office or 
position

adj. 재임 중인, 현직의 

The incumbent president felt confident he would be reelected.
재임 중인 대통령은 그가 재선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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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perspective

⍆⍆ view, outlook

n. 생각, 관점

Hilda tried to keep an optimistic perspective even in hard times.
Hilda는 힘든 시기에도 낙관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다.

202

incorporate

⍆⍆ combine, include

v. 통합시키다, 포함하다

The musical incorporated acting, singing, and dancing.
뮤지컬은 연기, 노래, 춤을 통합시켰다.

203

tentative

⍆⍆ indefinite, uncertain

adj. 잠정적인

The band set a tentative album release date of one year from now.
그 밴드는 지금으로부터 1년 후로 잠정적인 앨범 발매일을 정했다.

204

necessiate
v. ~을 필요하게 하다, 피할 수 없게 하다

The new regulations will necessitate a change in the company's policy. 
새로운 규제들은 회사의 정책에 변화를 필요하게 할 것이다.

205

seminal

⍆⍆ influential, generative

adj. 영향력이 큰, 중대한

The smartphone is one of the most seminal technologies in history.
스마트폰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큰 과학 기술 중 하나이다.

206

innovative

⍆⍆ ingenious, inventive

adj. 혁신적인

The printing press was an extremely innovative technology.
인쇄기는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207

loose cannon
phr. 돌발 행동을 하는 사람

Because Brad was a loose cannon, he was left out of the negotiation.
Brad는 돌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협상에서 제외되었다.

208

revolution

⍆⍆ innovation, transformation

n. 변혁, 혁명, 개혁

The Internet sparked a revolution in how people communicate.
인터넷은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변혁을 일으켰다.

209

translate

⍆⍆ interpret, construe

v. 번역하다, 해석하다

Poetry is difficult to translate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시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어렵다.

210

work up
phr. ~을 불러일으키다, 북돋우다

John had to work up the courage to make a speech in public.
John은 공개 연설을 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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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plunge

⍆⍆ quick drop, fall

v. 급락하다, 거꾸러지다

Stock prices plunged in 1929, leading to the Great Depression.
주가가 1929년에 급락했고 이는 대공황으로 이어졌다. 

212

mediate

⍆⍆ intervene, negotiate

v. 중재하다, 조정하다

A counselor was called in to mediate the argument between the staff.
상담 전문가는 직원들 간의 논쟁을 중재하기 위해 불려왔다.

213

immune

⍆⍆ invulnerable, resistant

adj. 면역의, 면역성의

Adults who had chickenpox in childhood are immune to the disease.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린 성인들은 그 질병에 면역이 있다.

214

intermittent

⍆⍆ irregular, occasional

adj. 간헐적인

The weather forecast predicted intermittent rain throughout the day.
일기 예보는 하루 종일 간헐적으로 비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215

mockery

⍆⍆ joke, parody

n. 놀림, 비웃음, 조롱 

Some people do not mind being the subject of mockery.
몇몇 사람들은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216

inspection
n. 점검, 조사 

An inspection of the factory took place yesterday.
어제 공장 점검이 이루어졌다.

217

execute 

⍆⍆ kill, hang

v. 처형하다, 사형시키다

France executed criminals with a special device called a guillotine. 
프랑스는 단두대라고 불리는 특별한 장치로 범죄자들을 처형했다.

218

heritage 

⍆⍆ legacy, tradition

n. 전통, 유산

The vision quest is an important aspect of Native American heritage.
영적인 세계와 교류하는 의식은 북미 원주민의 전통 중 중요한 부분이다.

219

umbrage
n. 불쾌감, 그림자

The prime minister took umbrage at the suggestion of his corruption. 
그 수상은 그의 부패에 관한 의견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220

precocious

⍆⍆ mature

adj. 조숙한

Precocious children sometimes have trouble relating to their peers.
조숙한 아이들은 때때로 그들의 또래와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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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pollutant

⍆⍆ contaminant, pollution

n. 오염원, 오염 물질

Cleaning products are a common pollutant in local waterways.
세제는 지역 수로의 일반적인 오염원이다.

222

fall short of
phr. 미치지 못하다, 부족하다 

Profits sometimes fall short of the monthly target.
수익은 때때로 월별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

223

vendor

⍆⍆ merchant, dealer

n. 노점상, 행상인

Vendors on the street competed with each other for customers.
그 거리의 노점상들은 손님을 두고 서로 경쟁했다.

224

ridicule

⍆⍆ mock, deride

v. 비웃다, 조롱하다

The scientific community ridiculed Louis Pasteur’s ideas at first.
과학계는 처음에 루이 파스퇴르의 생각을 비웃었다. 

225

secure

⍆⍆ obtain, gain

v. 얻다, 확보하다

Jessica secured a job with a good salary and benefits.
Jessica는 괜찮은 연봉과 복지 혜택이 있는 일자리를 얻었다. 

226

mandate 

⍆⍆ order, command

v. 요구하다, 명령하다

The military mandates annual health exams for the troops.
군대는 부대원들에게 연례 건강 검진을 요구한다.

227

obsolete

⍆⍆ out-of-date

adj. 구식의, 쓸모 없게 된

Floppy disks are an obsolete form of data storage.
플로피 디스크는 구식의 데이터 저장 방식이다.

228

water under the 
bridge

phr. 지나간 일, 끝난 일

The couple’s past argument was water under the bridge now.
그 커플의 지난 다툼은 이제 지나간 일이었다.

229

installment

⍆⍆ partial payment

n. 할부, 할부금 

The $2,000 freezer could be paid for in four installments of $500. 
2,000달러짜리 냉장고는 500달러씩 4번의 할부로 지불될 수 있다.

230

route

⍆⍆ path, trail, road

n. 길, 노선

Sarah walked the same route to school every day.
Sarah는 매일 같은 길을 걸어서 학교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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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posthumously

⍆⍆ after death

adv. 사후에, 죽은 뒤에

Some of Kafka’s writings were published posthumously.
카프카의 일부 저서는 사후에 출간되었다.

232

remuneration

⍆⍆ payment, compensation

n. 보수, 보상 

The remuneration for skilled labor can be quite high.
숙련된 노동자의 보수는 꽤 높을 수 있다.

233

prescient

⍆⍆ farsighted, perceptive

adj. 선견지명이 있는, 미리 아는

Martin Luther King Jr. had a prescient vision of civil rights.
마틴 루터 킹 2세는 민권에 대해 선견지명이 있었다.

234

juxtapose 

⍆⍆ place side by side

v. 나란히 놓다, 병치하다

T.S. Eliot juxtaposed beauty and ugliness in his poems.
T.S. 엘리엇은 그의 시에서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나란히 놓았다.

235

venue

⍆⍆ place, site

n. 장소

The party venue was too small and so became crowded quickly.
그 파티 장소는 너무 작아서 빨리 혼잡해졌다.

236

solicit

⍆⍆ plead for, ask

v. 요청하다, 간청하다

Customer surveys are used to solicit feedback from shoppers.
고객 조사는 쇼핑객들에게 의견을 요청하기 위해 사용된다.

237

gratifying 

⍆⍆ pleasing, satisfying

adj. 흐뭇한, 기쁜

Many people find volunteering to be a gratifying experience.
많은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흐뭇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238

pay off
phr. 성과를 올리다, 성공하다

Laura’s hard work paid off when she got accepted to a top school.
Laura가 일류 학교에 입학이 허가되었을 때,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239

underprivileged

⍆⍆ poor, impoverished

adj. 불우한, 하층민의 

All donations go to underprivileged members of the community.
기부금 전액은 지역 사회의 불우한 사람들에게로 전달된다.

240

stance

⍆⍆ position, posture

n. 태도, 입장

A person’s stance can reveal a lot about his or her personality.
한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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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practical

⍆⍆ realistic, useful

adj. 실제적인, 실질적인

Internships allow young workers to gain practical job experience.
인턴십은 젊은 직원들이 실제적인 직장 경험을 얻도록 한다.

242

convulse
v. 교란시키다

Paris was convulsed by student protests in May of 1968.
1968년 5월에 파리는 학생 시위에 의해 교란되었다.

243

inmate

⍆⍆ prisoner, convict

n. 수감자, 재소자

Social programs give inmates access to education while in jail.
사회 프로그램들은 수감자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교육을 받도록 한다.

244

lucrative

⍆⍆ profitable, well-paid

adj. 수익성이 좋은, 유리한

Faced with two job offers, Jerry chose the more lucrative option.
두 개의 일자리를 제안받은 뒤, Jerry는 더 수익성이 좋은 조건을 선택했다.

245

radical

⍆⍆ progressive, revolutionary

adj. 급진적인

Researchers developed a radical approach to cancer treatment.
연구원들은 암 치료에 대한 급진적인 접근법을 발전시켰다.

246

suitability 

⍆⍆ propriety, appropriateness

n. 적합성

Physical tests measure a person’s suitability to join the military.
신체 검사는 군에 입대하기 위한 개인의 적합성을 측정한다.

247

eligible
adj. 자격 요건을 갖춘, 받을(할) 자격이 있는

Students and seniors are often eligible for transportation discounts.
학생들과 연장자들은 종종 교통 할인을 받을 자격 요건을 갖춘다.

248

reclaim

⍆⍆ recover, reform

v. 개간하다, 교정하다

Residents reclaimed the empty lot and turned it into a park.
주민들은 비어 있는 부지를 개간하여 공원으로 바꿨다.

249

recourse

⍆⍆ refuge, resort, resource

n. 의지가 되는 것, 의지

The class’s only recourse was to complain to the dean.
그 학생들이 의지할 것은 학장에게 항의하는 것뿐이었다.

250

denomination
n. 액면 금액, 명칭

The highest denomination of banknote is going out of circulation. 
가장 높은 액면 금액의 지폐는 유통되고 있지 않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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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premonition

⍆⍆ omen, portent

n. 징조, 예감

Ben felt his dream was a premonition of bad things to come.
Ben은 그의 꿈을 나쁜 일이 생길 징조로 여겼다.

252

health benefit
phr. 건강상의 이점

If drunk in moderation, coffee has numerous health benefits.
적당히 마신다면, 커피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

253

reign

⍆⍆ rule, dominion

n. 통치

The reign of Louis XVI ended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루이 16세의 통치는 프랑스 혁명기에 끝났다.

254

fall out with
phr. ~와 사이가 틀어지다

Brian fell out with Susan over her high credit-card bill.
Brian은 Susan의 많은 신용카드 청구 금액 때문에 그녀와 사이가 틀어졌다.

255

pave the way for 
phr. ~을 위해 길을 열다

Blues musicians paved the way for modern rock and roll bands.
블루스 음악가들은 현대의 로큰롤 밴드를 위한 길을 열었다.

256

leftover

⍆⍆ remnant, unused portion

n. 남은 음식, 잔재

Jane used the leftovers from the holiday meal for lunch the next day.
Jane은 다음 날의 점심으로 휴일 식사에서 남은 음식을 사용했다.

257

reiterate

⍆⍆ repeat, restate

v. 되풀이하다, 반복하다

The memo reiterated what the manager stated in the meeting.
그 메모는 회의에서 매니저가 말한 것을 되풀이했다.

258

obligation

⍆⍆ responsibility, liability

n. 의무 

Lawyers have an obligation to defend their clients’ interests.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변호할 의무가 있다.

259

taciturn

⍆⍆ reticent, laconic

adj. 말이 없는, 과묵한

Wise people are often taciturn and dole out their words sparingly.
현명한 사람들은 보통 말이 없고, 말을 삼가서 조금씩 한다.

260

withdraw

⍆⍆ retreat, disengage

v. 철수하다, 물러나다

The troops withdrew from the battle after their plan of attack failed.
공격 계획이 실패하자 그 군대는 전투에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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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common practice
n. 일반적 관습

Evaluating staff is a common practice at companies.
직원을 평가하는 것은 회사의 일반적 관습이다.

262

standing ovation
n. 기립 박수

James received a standing ovation after giving his speech.
James는 연설을 한 후에 기립 박수를 받았다.

263

satire

⍆⍆ sarcasm, caricature

n. 풍자 

Politicians and other public figures are common targets of satire.
정치인들과 다른 유명 인사들은 흔한 풍자 대상이다.

264

reticent

⍆⍆ quiet, secretive

adj. 과묵한, 말을 잘 안 하는

No one really knew Mark because of his reticent nature.
Mark의 과묵한 성향 때문에 아무도 그를 잘 몰랐다.

265

besiege
v. 포위하다, 공격하다

The capital was besieged for a month before falling to enemy forces. 
그 수도는 적군에게 무너지기 전까지 한달 동안 포위당했다. 

266

solemn

⍆⍆ serious, glum

adj. 침통한, 엄숙한

The economic crisis created a solemn atmosphere nationwide.
경제 위기는 전국적으로 침통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267

mournful

⍆⍆ sorrowful, anguished, sad

adj. 애절한, 애처로운

Jazz music can be both upbeat and mournful.
재즈 음악은 쾌활할 수도 있고 애절할 수도 있다.

268

patron

⍆⍆ sponsor, benefactor

n. 후원자, 고객 

Renaissance painters relied on patrons for financial support.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재정 지원을 위해 후원자들에게 의지했다.

269

cater
v. 음식을 제공하다, 요구를 채워주다

The company is catering two weddings this weekend.
회사는 이번주에 2개의 결혼식에 음식을 제공한다.

270

induce
v. 유도하다, 유발하다 

The medicine is known to induce sleepiness.
그 약은 졸음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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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propagate

⍆⍆ spread, publicize

v. 퍼지다, 보급하다, 증식시키다 

Misleading news stories helped propagate fears about vaccines.
잘못된 뉴스 기사는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퍼지도록 도왔다.

272

oppress

⍆⍆ subdue, suppress

v. 억압하다, 탄압하다

One way dictators oppress the public is by restricting free speech.
독재자가 대중을 억압하는 한 가지 방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273

thriving

⍆⍆ flourishing, successful

adj. 번영하는 

The country has enjoyed a thriving economy since 1990s.
그 국가는 1990년대 이후로 번영하는 경기를 누려왔다.

274

outstrip

⍆⍆ surpass, exceed

v. 능가하다, 앞서다

Demand for the newest cell phone model outstripped the supply.
최신 휴대 전화 모델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능가했다.

275

vulnerable

⍆⍆ susceptible, unsafe

adj. 취약한, 연약한

Palm trees require warm climates as they are vulnerable to frost.
야자수는 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온화한 기후를 필요로 한다.

276

sue

⍆⍆ take to court, file a lawsuit

v. 고소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Lloyd sued his tenant for the unpaid rent he was owed.
Lloyd는 지불하지 않은 밀린 월세에 대해 임차인을 고소했다.

277

moderate

⍆⍆ temperate, mild

adj. (기후 등이) 온화한, 적당한 

Vancouver is known for its moderate climate.
밴쿠버는 온화한 기후로 알려져 있다.

278

hypothesis

⍆⍆ theory, assumption

n. 가설, 가정 

The scientist designed an experiment to test his hypothesis. 
그 과학자는 그의 가설을 시험할 실험을 고안했다.

279

presentable

⍆⍆ tolerable, acceptable

adj. 남 앞에 내놓을 만한, 보기 싫지 않은 

Katherine had only one presentable dress for formal events.
Katherine은 공식적인 행사에서 남 앞에 내놓을 만한 의상이 겨우 한 벌뿐이었다. 

280

smuggle

⍆⍆ transfer illegal goods

v. 밀수하다

It is a serious crime to smuggle banned items into a country.
금지된 물품을 국가로 밀수하는 것은 중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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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prosperity

⍆⍆ affluence, wealth

n. 번영, 부

After World War II, the US experienced a period of prosperity.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번영기를 맞았다.

282

inevitable

⍆⍆ unavoidable, undeniable

adj. 불가피한 

Injuries are inevitable in sports such as boxing and football.
권투나 축구와 같은 운동에서 부상은 불가피하다.

283

implausible
⍆⍆ unconvincing, 
unreasonable

adj. 그럴 듯하지 않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

The book was heavily criticized for having an implausible plot.
그 책은 그럴 듯하지 않은 줄거리로 인해 매우 비판받았다.

284

fluctuation

⍆⍆ variation

n. 변동, 오르내림

Bad harvests lead to fluctuations in the price of food.
흉작은 식품 가격의 변동을 초래한다.

285

obese

⍆⍆ corpulent, overweight

adj. 비만의 

Doctors often recommend exercise to their obese patients. 
의사들은 비만 환자들에게 운동할 것을 종종 권한다.

286

infringement

⍆⍆ violation, infraction

n. 위반, 침해

Many lawsuits deal with infringement of copyright.
많은 소송들은 저작권 위반을 다룬다.

287

strike

⍆⍆ walkout

n. 파업 

The strike began over a dispute about unsafe working conditions.
그 파업은 위험한 근무 환경에 관한 논쟁에서 시작됐다.

288

nutritious
⍆⍆ nourishing, wholesome, 
healthful

adj. 영양분이 풍부한 

Blueberries and avocados are highly nutritious foods.
블루베리와 아보카도는 매우 영양분이 풍부한 식품이다.

289

in charge of
phr. ~을 담당하고 있는 

Suzanne is in charge of customer relations.
Suzanne는 고객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90

immerse

⍆⍆ engage, involve

v. 몰두시키다

Students who immerse themselves in a language gain fluency faster.
언어에 몰두하는 학생들은 더 빨리 유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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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spur

⍆⍆ incite, prompt

v. 원동력이 되다, 자극하다

Her interest in classical Greece spurred Lila to major in history.
고대 그리스에 대한 흥미는 Lila가 역사를 전공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292

date back to
phr. ~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This painting dates back to the previous century.
이 그림은 이전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93

paltry

⍆⍆ meager, insignificant

adj. (금액·수치가) 얼마 되지 않는, 하찮은

The country’s minimum wage was paltry and not enough to live on. 
그 나라의 최저 임금은 얼마 되지 않아서 먹고 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294

hesitate

⍆⍆ pause, wait

v. 망설이다 

Shy students often hesitate before speaking up in class.
수줍음이 많은 학생들은 수업에서 발표하기 전에 종종 망설인다.

295

punctilious

⍆⍆ precise, scrupulous

adj. 세심한, 꼼꼼한, 격식에 치우친

The store was punctilious about responding to customer complaints.
그 가게는 고객 불만에 응대하는 데 세심했다.

296

manipulate

⍆⍆ maneuver, operate

v. 조종하다, 조작하다 

Only a skilled astronaut can manipulate the probe into position.
숙련된 우주 비행사만이 탐사용 로켓을 정확한 위치로 조종할 수 있다.

297

apprehend
v. 체포하다, 파악하다, 이해하다

Two weeks after the murder, the suspect still hasn't been apprehended. 
그 살인 2주 후에도, 용의자는 여전히 체포되지 않았다.

298

rigid

⍆⍆ strict, severe, unyielding

adj. 엄격한, 완고한

Soldiers conduct their days according to a rigid regimen.
군인들은 엄격한 관리에 따라 하루하루 생활한다.

299

formidable

⍆⍆ tremendous, overwhelming

adj. 어마어마한, 가공할

Nelson Mandela overcame formidable obstacles to be president.
넬슨 만델라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어마어마한 장애물들을 극복했다.

300

provision

⍆⍆ supplies, resources

n. 공급, 제공

They debated whether to halt the provision of company cell phones.
그들은 회사 휴대 전화 공급의 중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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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스 문법
설미연

텝스 어휘
정미애

텝스 문법
이나진

텝스 청해
Sophia Im

텝스 청해
정현주

텝스 청해
김여정

스마트한 수강생들은 해커스 텝스를 선택했습니다.

1위 해커스 텝스 고득점 비법!

텝스 레벨별 교재
MP3 무료 받기▼

해커스인강 HackersIngang.com

12년 연속 베스트셀러 1위 해커스 감사이벤트

해커스 텝스 교재 
MP3 무료 배포

[1위 해커스] 헤럴드 선정 2018 대학생 선호브랜드 대상 ‘대학생이 선정한 외국어인강’ 부문 1위

[해커스 어학연구소] 알라딘 베스트셀러 외국어 분야 텝스 Reading/Listening 부문 12년 연속 1위(2008.11.~2020.10. 월별베스트 기준, READING 131회, LISTENING 144회, 구문독해 13회)

텝스 청해
Jin

텝스 독해
황수경



레벨별&파트별 전문화된 스타강사 강의로
시간 낭비없이 빠른 고득점 달성하자!

해커스 텝스
교재 제공 패스

해커스 텝스
리딩/리스닝 교재 제공

최신 텝스인강
무제한 수강

텝스 최신 보카 + 전략집 
무료 제공

* PDF

+ +

텝스인강 무제한 수강하기 ▶

[텝스 리딩] 알라딘 베스트셀러 외국어 분야 텝스 Reading 부문(2008년 11월 ~ 2019년 7월까지 월간 베스트 기준)
[텝스 리스닝] 알라딘 베스트셀러 외국어 분야 텝스 Listening 부문(2008.11.~2020.10. 월간 베스트 기준)

텝스 문법
설미연

텝스 독해
황수경

텝스 청해
Jin

[외국어인강 1위] 헤럴드 선정 2018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대학생이 선정한 외국어 인강’ 부문 1위

외국어인강 1위 해커스

해커스인강 HackersIngang.com
상담 및 문의전화
해커스인강  02.537.5000

베스트셀러

1위
베스트셀러

1위



성적 공개 수강후기 작성 해커스 텝스 실전반 수강생 평균 476점

단계마다 필요한 팁을 제시해주고 
전반적인 공부 방향성을 잡아주셔서 
불안감 없이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커리큘럼만 따라가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커스 수강생 박0경-

정말 귀게 쏙쏙 들어오는 강의로 단원별로 
묶어 문법을 공략해주시는데 설미연 
선생님 수업 듣고 문제를 다 풀고 리뷰한 
이후로는 한 번 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해커스 수강생 설0석-

저에게 가장 부족했던 문법 기본을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봐도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푸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해커스 수강생 최0리-

고득점 선배들의 수강후기가 증명합니다!
텝스

486점
달성

텝스

508점
달성

텝스

320점
달성

13만의 선택 텝스 전문학원

텝스 청해
Jin

텝스 문법
설미연

텝스 문법
이진열

텝스 독해
황수경

[1위] 한국표준협회 선정, 2019 프리미엄 브랜드 지수(KS-PBI) 종합외국어학원 부문 1위
[13만] 2007.4~2019.4 해커스어학원 누적 수강생 수 기준(중복 수강자 포함)

[476점] 해커스어학원 수업 후기 게시판 중 실전 종합반/실전문제풀이반 텝스 성적 공개자 32명 기준(2015~2018)

외국어학원 1위 해커스

해커스어학원 Hackers.ac
상담 및 문의전화
해커스어학원 02.566.0001

1등 해커스에서 배워라!



해커스어학원 Hackers.ac
상담 및 문의전화
강남역캠퍼스 02.566.0001

[1위] 한국표준협회 선정, 2019 프리미엄 브랜드 지수(KS-PBI) 종합외국어학원 부문 1위

외국어학원 1위 해커스

해커스어학원

“1위 해커스” 점수보장반의 빡센 시스템으로
텝스도 한 방에 끝낸다! 

텝스 온·오프
점수보장반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집중 관리 스케줄 

빡센 시스템으로 
점수 보장받으러 go▼

수업 전 스터디 및 꼼꼼한 출석체크

수업 진행

10:00 - 13:00

13:00 - 17:00

17:00 - 22:00 전용 자습공간 제공 및 
철저한 숙제 관리, 빡센 스터디 진행

과제 검사 및 빡센 스터디 무료 재수강
* 본 시간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강의개설 상황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텝스 점수보장반 
전용 자습실 보장!

수업 후에도 이어지는 
스타강사의 1:1 집중 관리

목표 미달성 시
재수강 혜택 기회!

무료
재수강 혜택

*미션 달성 시/조건 필수 확인



2년 연속 특별반 최종합격률 90% 이상 달성 

당신의 꿈, 해커스편입에서 완성됩니다.
[2016년 12월 특별반 등록생 기준 25명 중 25명 합격/ 2017년 12월 특별반 등록생 기준 20명 중 18명 합격]

[1위] 한경비즈니스 선정 2020 한국품질만족도 편입교육(온,오프라인 편입) 부문 1위 해커스

편입학원 1위 해커스편입

출석/시험성적 없이

심플한 환급 조건!

토익/텝스/전공/논술까지

모든 전형 대비 가능!

전공+논술강의까지 받고 수강신청  GO

교재 무료배송 쿠폰

무려 5회 제공

최신판 교재로

전 영어인강 업데이트!

선착순 한정 혜택

편입영어 기출집 제공

고퀄리티 문제의

모의고사 매달 무료

원
* 수강료0 패스

해커스편입

전 과목

In서울 대학 합격만 해도 수강료 100% 환급!

상담 및 문의전화
해커스편입인강 02.566.0001 Ingang.hackersUT.com

2022

최신인강

*미션 달성 시

*비매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