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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이 쉬워지는 경험,
해커스와 함께하세요.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느끼셨을 안타까운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영어강자 해커스에서 준비했습니다.

최근 토익 시험에 출제된 단어 중
이번 시험에 또 나올법한 어휘를 엄선하여 구성한

해커스 최신토익 필수보카 300 !

실제 토익 지문에서 툭 튀어나온 듯, 출제 경향을 완벽 반영한 예문과

점점 더 어려워지는 Paraphrasing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동의어까지

 해커스 최신토익 필수보카 300

?



	 잘	외워지지	않는	단어는	박스에	체크하여	복습하세요.

001

look into

 ⍆ stare into, gaze into

phr. ~을 들여다보다, 살펴보다 

She is looking into a microscope.
그녀는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002

switch on

 ⍆ turn on

phr. (스위치를) 켜다 

She is switching on her computer.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있다.

003

display case

 ⍆ display cabinet

phr. 진열대, 진열 선반 

He is putting the glasses in the display case. 
그는 안경들을 진열대에 넣고 있다.

004

trim

 ⍆ cut

v. 다듬다 

The gardener is trimming the trees. 
정원사가 나무를 다듬고 있다.

005

merchandise

 ⍆ goods, produce

n. 물품, 상품

He's putting some merchandise on the shelf.
그가 선반 위에 몇몇 물품들을 놓고 있다.

006

merger

 ⍆ consolidation

n. 합병

The phone company announced a merger with one of its rivals.
그 전화 회사는 경쟁사들 중 한 곳과의 합병을 발표했다.

007

business card
phr. 명함

The woman gave her business card to a potential buyer.
그 여자는 잠재 구매자에게 그녀의 명함을 주었다.

008

open house

 ⍆ open day

phr. 개방일

The firm is holding an open house event during its anniversary.
그 회사는 회사 기념일동안 개방일 행사를 개최한다.

009

rainstorm

 ⍆ downpour, cloudburst

n. 폭풍우, 뇌우

There is a rainstorm in the city at this moment. 
현재 도시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010

awards ceremony

 ⍆ awards presentation

phr. 시상식

The actors will be attending the awards ceremony this evening. 
오늘 저녁 시상식에 그 배우들이 참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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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overnight delivery

 ⍆ overnight shipping

phr. 익일 배송

The customer is willing to pay the fee for overnight delivery.
그 고객은 기꺼이 익일 배송을 위한 수수료를 내려고 한다.

012

accommodation

 ⍆ housing

n. 숙소

Accommodation will be provided for the duration of the conference.
회담 기간 동안 숙소가 제공될 것이다.

013

reservation

 ⍆ booking, arrangement

n. 예약

The client confirmed her reservation at the hotel.
그 고객은 그녀의 호텔 예약을 확인했다.

014

public opinion

 ⍆ general opinion

phr. 여론

Negative public opinion caused the governor to resign. 
부정적인 여론은 그 주지사가 사임하도록 만들었다.

015

custom

 ⍆ habit, practice

n. 습관, 관습

It was his custom to read the financial section of the newspaper over coffee. 
커피를 마시며 신문의 경제란을 읽는 것은 그의 습관이었다.

016

revise

 ⍆ modify, amend, change

v. 수정하다, 변경하다

The article had to be revised twice before it could be printed.
그 기사는 인쇄되기 전에 두 번 수정되어야 했다.

017

judge

 ⍆ critic, expert

n. 감정가, 심사위원

The judges rated the wines according to flavor and strength.
감정가들은 풍미와 도수에 따라 와인의 등급을 매겼다.

018

entry form

 ⍆ sign-up sheet

phr. 참가 신청서

All contestants must complete the entry form by the end of this week. 
모든 참가자들은 이번 주말까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019

compared to
 ⍆ compared with,  
in comparison to

phr. ~과 비교하여

Sales are up 30 percent this year compared to last year.
지난해와 비교하여 올해 매출은 30퍼센트 높다.

020

disassemble

 ⍆ take apart, dismantle

v. 분리하다

They disassembled the table and loaded the pieces into the van.
그들은 그 탁자를 분리하여 조각들을 승합차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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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anticipate

 ⍆ expect, predict

v. 예상하다

It is smart to anticipate problems before they arise.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들을 예상하는 것이 현명하다.

022

entrÁe

 ⍆ main dish

n. 주요리, 앙트레

Kobe beef will be the entrée on tonight's dinner menu. 
고베 소고기는 오늘 저녁 식사 메뉴의 주요리가 될 것입니다.

023

appliance

 ⍆ device, machine

n. 기기, 기구, 장치

The discounted appliances were sold out before the end of the day.
할인된 기기들은 하루가 끝나기 전에 매진되었다.

024

unplug

 ⍆ pull, remove

v. 플러그를 뽑다

You should unplug your electronic devices if you aren't using them.
만약 전기기구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들의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025

regulation

 ⍆ rule

n. 규제

The government has passed new regulations for tobacco sales.
정부는 담배 판매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통과시켰다.

026

passerby

 ⍆ pedestrian

n. 행인

The large bus nearly injured a passerby on the crowded street. 
그 대형 버스는 번잡한 거리에서 행인에게 하마터면 부상을 입힐 뻔했다.

027

warehouse

 ⍆ storage, store, stockroom

n. 창고

More products will be delivered from the warehouse on Saturday.
토요일에 더 많은 상품들이 창고에서 배달될 것입니다.

028

shipment

 ⍆ delivery

n. 배달, 수송, 수송품

To deliver orders on time, the warehouse will expedite shipments.
제시간에 주문품들을 배달하기 위해, 그 창고는 배달을 더 신속히 처리할 것이다.

029

panel

 ⍆ jury, judge, committee

n. 심사원단, 위원단

A panel selected which of the candidates to put on the short list.
심사원단은 어떤 후보들을 선발 후보자 명단에 넣을지 선택했다.

030

specialize
v. 전문으로 하다

The restaurant specializes in southern Italian cuisine. 
그 식당은 남부 이탈리아 음식을 전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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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consultation

 ⍆ consult

n. 상담, 협의

A medical consultation in this country costs less than $15.
이 나라에서 의료 상담은 15달러 미만의 비용이 든다.

032

conference room

 ⍆ meeting room

phr. 회의실

Ms. Wallis entered the conference room quietly and took a seat. 
Ms. Wallis는 조용히 회의실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다.

033

volunteer
n. 봉사자; v. 봉사하다, 자원하다

Volunteers must be able to commit at least five hours per week. 
봉사자들은 반드시 일주일에 최소 5시간은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034

knowledgeable

 ⍆ well-informed

adj. 아는 것이 많은, 많이 아는

She is knowledgeable about the local housing market.
그녀는 그 지역의 주택 시장에 대해 아는 것이 많다.

035

necessary

 ⍆ required, essential

adj. 필요한

A valid passport is necessary for this job.
이 일을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다.

036

editor

 ⍆ reviser

n. 편집자, 교정자

The editor stays at the office late to edit the reports coming in.
그 편집자는 밀려오는 보고서들을 수정하기 위해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다.

037

professional

 ⍆ expert, specialist

n. 전문직 종사자; adj. 전문적인, 직업의

The association provides support to nursing professionals in the area.
협회는 그 지역 내 간호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038

nominate

 ⍆ appoint

v. 임명하다, 지명하다

We will nominate Patrick for the job since he has the most experience. 
우리는 Patrick이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그 일자리에 임명할 것입니다.

039

preliminary

 ⍆ preparatory

adj. 예비의

Our preliminary discussions with the client have been positive.
그 고객과의 예비 회담은 긍정적이었다.

040

depend on

 ⍆ rely on, count on

phr. ~에 달려 있다, 좌우되다

The cost of the meal definitely depends on where you eat.
식사 비용은 확실히 당신이 어디에서 먹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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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correspondence

 ⍆ mail

n. 서신, 편지, 일치, 조화

I advise you to save all correspondence you write while at work. 
저는 당신에게 직장에 있을 때 작성하는 모든 서신을 저장하라고 권고합니다.

042

unforeseen

 ⍆ unexpected, unanticipated

adj. 예측하지 못한, 의외의

The sudden drop at the stock exchange was totally unforeseen.
갑작스러운 주식 거래액 하락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다.

043

awareness

 ⍆ perception, attention

n. 의식, 관심

The mayor wants to raise awareness about violence in the city. 
그 시장은 도시 내 폭력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싶어 한다.

044

personalize

 ⍆ individualize, customize

v. 개인화하다

Internet ads are personalized according to an individual's interests.
인터넷 광고들은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개인화된다.

045

promotional

 ⍆ advertising

adj. 홍보의, 판촉의

The presenter handed out brochures at the promotional event.
진행자는 홍보 행사에서 책자를 배포했다.

046

personally
 ⍆ individually, privately, 
directly

adv. 개인적으로, 직접

The president thanked him personally at the end of the ceremony. 
대통령은 행사 마지막에 그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047

otherwise

 ⍆ differently, dissimilarly

adv. 다르게, 그렇지 않으면

Although he believed it was a good idea, the committee thought  
otherwise. 비록 그는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 여겼지만, 그 위원회는 다르게 생각했다.

048

ensure

 ⍆ assure, guarantee

v. 보장하다, 확실하게 하다

The ad ensures customers of product discounts of up to 50%.
그 광고는 고객들에게 최대 50퍼센트까지 제품 할인을 보장한다.

049

shipping

 ⍆ freight, shipment

n. 운송 (활동), 선박

The chief complaint of most customers is high shipping prices.
대부분 고객들의 주된 불만은 높은 운송료이다.

050

partly

 ⍆ partially

adv.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She was partly at fault for the failure of her company. 
그녀는 그녀의 회사 파산에 있어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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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consecutively

 ⍆ continuously, constantly

adv. 연속으로, 잇달아서

He won the writing competition for two years consecutiely.
그는 2년 연속으로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052

on behalf of

 ⍆ representative of

phr. ~을 대표하여, 대신하여

On behalf of the center, we'd like to thank you for your support.
센터를 대표하여, 저희는 귀하의 지원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053

correspondent

 ⍆ newsperson, media person

n. 특파원

The news correspondent was reporting live at the scene.
그 뉴스 특파원은 현장에서 생중계로 보도하고 있었다.

054

marginal

 ⍆ insignificant, minor, small

adj. 미미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The improvement in her work performance was marginal.
그녀의 업무 실적 향상은 미미했다.

055

throughout

 ⍆ everywhere, all over

prep. 도처에

The workers' excitement could be felt throughout the office.
그 직원들의 흥분은 사무실 도처에서 느껴질 수 있었다.

056

justly
 ⍆ justifiably, reasonably, 
rightfully

adv. 공정하게, 당연하게

The court case was justly tossed out before it could go to trial.
그 법정 소송 사건은 재판에 가기 전에 공정하게 기각되었다.

057

initiate

 ⍆ start, commence, begin

v. 시작하다, 착수시키다

It will take a few months before we can initiate the merger.
우리가 합병을 시작할 수 있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이다.

058

renewable
adj. 재생 가능한

The companies in this area use renewable sources of energy.
이 지역의 기업들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한다.

059

assure

 ⍆ convince, guarantee

v. 확신시키다

The salesman assured him that he would get a refund.
그 판매원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를 확신시켰다.

060

offer

 ⍆ provide, present

v. 제공하다

The salesperson offered free samples at the product demonstration.
그 영업 사원은 상품 시연에서 무료 견본품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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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accompany
 ⍆ go with, follow, keep 
company with

v. 동행하다, 동반하다

The assistant accompanies the executive officer on every trip.
그 비서는 모든 출장 때마다 그 임원과 동행한다.

062

forecast

 ⍆ predict, foresee, anticipate

v. 예측하다, 예보하다

The analyst forecasts a quick rise in stock prices for the next month. 
그 분석가는 다음 달에 주가의 빠른 상승을 예측한다.

063

unprecedented
 ⍆ unconventional, 
extraordinary, unparalleled

adj. 전례 없는

The amount of support the CEO has received is unprecedented. 
그 최고 경영자가 받은 후원의 양은 전례 없는 것이다.

064

candidate

 ⍆ applicant, nominee

n. 후보자

The election candidates were introduced before the debate.
선거 후보자들이 토론 전에 소개되었다.

065

accomplishment
 ⍆ performance, result, 
outcome

n. 성과, 업적

She was promoted for her extraordinary accomplishments.
그녀는 자신의 놀라운 성과들로 인해 승진되었다.

066

take apart

 ⍆ disassemble, dismantle

phr. ~을 분해하다

The technician took apart my computer to find out what was wrong with it. 
기술자가 내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것을 분해했다.

067

participation

 ⍆ attendance

n. 참여, 참가

Participation in the company dinner is mandatory for all staff.
회식 참여는 모든 직원들에게 의무적이다.

068

address

 ⍆ lecture, give a speech to

v. 연설하다

The supervisor would like to address the staff at a meeting.
그 관리자는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연설하려 한다.

069

prescribe
v. 처방하다

The doctor will prescribe some medication for your illness.
의사가 당신의 질병에 대해 몇 가지 약을 처방해줄 것입니다.

070

announce

 ⍆ declare, reveal, disclose

v. 알리다, 공표하다

They will announce the winner after all of the votes are counted.
그들은 모든 투표가 집계된 이후에 승자를 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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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creative

 ⍆ ingenious

adj. 창의적인

We believe too much company regulation hinders creative thinking.
우리는 너무 많은 회사 규제가 창의적인 사고를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072

opening

 ⍆ vacancy

n. 공석, 빈자리

There will be over 100 job openings at the company next month. 
다음 달 그 회사에 100개 이상의 일자리 공석이 있을 것이다.

073

potential

 ⍆ possible

adj. 잠재적인

So far, a partial list of potential candidates has been compiled.
지금까지 잠재적 후보자들의 목록 일부분만이 수집되었다.

074

contemporary

 ⍆ modern, current

adj. 현대의, 같은 시대의

The contemporary art in the museum is popular with visitors.
그 박물관의 현대 예술은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있다.

075

debate

 ⍆ discussion, dispute

n. 토론, 토의

Congressmen engaged in a debate about revising the tax law.
국회의원들은 세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다.

076

traffic congestion

 ⍆ traffic jam

phr. 교통 혼잡

Authorities have a plan to ease traffic congestion along the busy avenue.
당국은 붐비는 거리를 따라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077

traditional

 ⍆ conventional

adj. 전통의

The store sells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from around the world. 
그 상점은 전 세계의 전통 악기들을 판매한다.

078

balance

 ⍆ equilibrium

n. 균형

You can use the handrails along the stairs to keep your balance.
당신은 균형을 잡기 위해 계단을 따라 있는 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079

lean
v. 기대다

She is leaning against a fence.
그녀는 울타리에 기대어 있다.

080

spray

 ⍆ sprinkle, mist

v. 뿌리다, 살포하다

The man is spraying paint onto the wall.
남자가 벽에 페인트를 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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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

lamppost

 ⍆ streetlamp, streetlight

n. 가로등 기둥

The children are walking near a lamppost.
아이들이 가로등 기둥 가까이에서 걷고 있다.

082

walkway

 ⍆ passage

n. 통로, 보도

Some tables are blocking the walkway.
몇몇 탁자가 통로를 막고 있다.

083

shore

 ⍆ seaside, beach

n. 해변, 기슭

The men are standing on the shore.
남자들이 해변에 서 있다.

084

depart

 ⍆ leave, take off

v. 떠나다, 출발하다

The bus for Chicago, Illinois departed about 20 minutes ago.
일리노이 주 시카고 행 버스는 약 20분 전에 떠났다.

085

director

 ⍆ head, leader

n. 임원, 이사

The new director is observant about everything in the office.
새로운 임원은 사무실에 있는 모든 것을 지켜본다.

086

closely

 ⍆ intimately

adv. 긴밀하게, 면밀히

Ann works closely with coworkers to evaluate project proposals.
Ann은 프로젝트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동료들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087

gather

 ⍆ assemble, congregate

v. 모이다, 모으다

Baseball enthusiasts gathered at the stadium to watch the game.
열광적인 야구 팬들은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에 모였다.

088

discontinue

 ⍆ suspend, cease, halt

v. (생산을) 중단하다

We discontinued the product because it was no longer profitable.
그 제품은 더 이상 수익성이 없어서 우리는 그것의 생산을 중단했다.

089

compatible
adj. 호환이 되는

AceCo produces components that are compatible with all computers.
AceCo사는 모든 컴퓨터와 호환이 되는 부품들을 생산한다.

090

luggage

 ⍆ baggage, suitcase

n. 짐, 수화물

Please follow the signs to the luggage claim area.
짐 찾는 곳으로 향하는 표지판들을 따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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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

attractive
 ⍆ tempting, alluring, 
appealing

adj. 매력적인

The clothing on the mannequin in the display window is attractive.
진열장에 있는 마네킹의 옷이 매력적이다.

092

blueprint

 ⍆ layout, drawing

n. 설계도, 청사진

The architects examined the blueprint of the building.
건축가들은 그 건물의 설계도를 검토했다.

093

fluctuate

 ⍆ change, vary

v. 변동을 거듭하다

Oil prices have fluctuated over the past few years.
유가는 지난 몇 년에 걸쳐 변동을 거듭해왔다.

094

consistent

 ⍆ constant

adj. ~과 일치하는

The results of the test were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predictions.
그 검사 결과는 이전의 예측들과 일치했다.

095

lease

 ⍆ rent

n. 임대차 계약

She signed a lease on a new apartment close to her workplace.
그녀는 직장에서 가까운 새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에 서명했다.

096

reception

 ⍆ party, gathering

n. 환영회

The conference began with a welcome reception in the dining hall.
그 학회는 큰 식당에서 환영회로 시작되었다.

097

applicant

 ⍆ candidate

n. 지원자

The job applicants were asked to bring a portfolio of their latest work.
지원자들은 그들의 최신 작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올 것을 요청 받았다.

098

separate

 ⍆ divide, split

v. 나누다, 분리하다; adj. 분리된, 따로 떨어진

A large wooden fence separates the two lawns. 
큰 나무 울타리가 두 잔디밭을 나눈다.

099

constructive

 ⍆ helpful, productive

adj. 건설적인

Good supervisors give constructive feedback to help their subordinates. 
좋은 관리자는 그들의 부하들을 돕기 위해 건설적인 조언을 해준다.

100

compensate

 ⍆ recompense, reimburse

v. 보상하다, 배상하다

The company generously compensates its employees for their work.
그 회사는 직원들에게 업무에 대해 후하게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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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attach

 ⍆ affix, add

v. 첨부하다, 붙이다

Please attach the requested documents to your application letter.
귀하의 지원서에 요청된 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

sensible

 ⍆ judicious, reasonable

adj. 분별 있는, 합리적인

My coworker is a sensible person who is diligent and dependable. 
나의 직장 동료는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분별 있는 사람이다.

103

critical

 ⍆ significant, vital, crucial

adj. 대단히 중요한

An applicant's appearance is critical during a job interview.
지원자의 외모는 취업 면접이 이루어지는 동안 대단히 중요하다.

104

consist of

 ⍆ be composed of

phr. ~로 이루어져 있다

This bread consists of just a few simple and common ingredients.
이 빵은 몇몇 간단하고 흔한 재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105

valid

 ⍆ effective

adj. 유효한

A valid prescription is needed to purchase drugs from a pharmacy.
약국에서 약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처방전이 필요하다.

106

oversee

 ⍆ supervise, manage

v. 감독하다

Mrs. Jo will oversee the management of probationary workers.
Mrs. Jo는 수습사원들에 대한 관리를 감독할 것이다.

107

reclaim

 ⍆ retrieve, regain

v. 되찾다

You may reclaim your wallet at the lost and found.
당신은 분실물 보관소에서 지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08

identify

 ⍆ discover, find out

v. 발견하다, 확인하다, 밝히다

Researchers have identified an effective ingredient for relieving pain.
연구원들은 통증을 완화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성분을 발견했다.

109

preserve

 ⍆ conserve, keep

v. 보호하다, 지키다

Fences surround the forest in order to preserve the trees there.
울타리가 숲의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을 둘러싸고 있다.

110

be willing to

 ⍆ be inclined to, be ready to

phr. 기꺼이 ~하다

The company is willing to set aside funds to improve the landscaping.
그 회사는 조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금을 기꺼이 확보할 의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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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absence
n. 결근, 결석

Employees must adhere to the company's policy on absences.
직원들은 결근에 대한 회사 방침을 지켜야 한다.

112

obligation

 ⍆ duty, responsibility

n. 의무

The company has an obligation to be honest with its customers.
그 회사는 고객들에게 진실할 의무가 있다.

113

profit

 ⍆ earnings

n. 수익, 이윤

The new restaurant's profits exceeded initial projections.
그 새로운 식당의 수익은 초기의 예측을 능가했다.

114

private

 ⍆ personal, secret

adj. 개인적인, 사적인

The information is private and is protected with a password.
그 정보는 개인적이며 비밀번호로 보호된다.

115

block

 ⍆ obstruct

v. 차단하다, 막다

A section of the road was blocked off for emergency repairs.
그 도로의 한 구역은 긴급 복구 작업을 위해 차단되었다.

116

forcefully

 ⍆ firmly, vigorously

adv. 강력하게, 격렬하게

The president forcefully disagreed with his critics' statements.
대통령은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117

argue

 ⍆ claim, dispute, contend

v. 주장하다, 논증하다

The attorney argued that her opponent's statements were inaccurate.
그 변호인은 상대편의 진술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

118

remarkably

 ⍆ extraordinarily, unusually

adv. 몹시, 두드러지게

The sale of concert tickets proceeded at a remarkably fast pace.
콘서트 티켓 판매는 몹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119

meanwhile

 ⍆ in the meantime

adv. 그 동안에

The executives negotiated; meanwhile, the staff waited patiently.
임원들이 협상하는 그 동안에 직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120

adjacent

 ⍆ adjoining, nearby

adj. 인접한

A river runs adjacent to the hotel.
강 하나가 그 호텔에 인접해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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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residence

 ⍆ dwelling

n. 주택, 거주지

The residence of the famous poet has been turned into a museum.
그 유명한 시인의 주택은 박물관으로 바뀌었다.

122

anonymous

 ⍆ unknown, unidentified

adj. 익명의

On occasion, the newspaper publishes anonymous letters.
가끔씩, 그 신문사는 익명의 편지들을 게재한다.

123

principle

 ⍆ rule, standard

n. 원칙, 원리

The course teaches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justice.
그 과정은 정의의 근본적인 원칙들을 가르친다.

124

navigate
v. 길을 찾다

Motorists navigate their way through heavy traffic.
운전자들은 혼잡한 교통 속에서 그들의 길을 찾는다.

125

specialty

 ⍆ expertise

n. 전문, 전공

The restaurant advertises that its specialty is seafood. 
그 식당은 해산물이 전문이라고 광고한다.

126

talented

 ⍆ gifted, brilliant

adj. 재능 있는

The spectators gave the talented performer a standing ovation.
관객들은 그 재능 있는 연기자에게 기립 박수를 보냈다.

127

decision

 ⍆ determination

n. 결정

The decision to launch a new product line proved to be a winning strategy.
신제품을 출시하려는 결정이 성공 전략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128

appraise

 ⍆ assess, estimate

v. 감정하다, 평가하다

The jeweler appraised the diamond and said he would pay 2,000 dollars 
for it. 그 보석상은 다이아몬드를 감정한 후 그것에 대해 2,000달러를 지불할 것이라 말했다.

129

continual

 ⍆ constant, incessant

adj. 끊임없는, 계속적인

The continual barking of the dog bothered the neighbors.
개가 끊임없이 짖는 소리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130

beforehand

 ⍆ in advance

adv. 미리, 사전에

The CEO prepares for a meeting beforehand by reading reports.
그 최고 경영자는 보고서들을 읽음으로써 미리 회의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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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invitation
n. 초대장, 초대

The manager told his secretary to take care of the invitations.
그 관리자는 비서에게 초대장을 맡아 처리하라고 말했다.

132

trace

 ⍆ track, follow

v. 추적하다

The tracking number will allow you to trace your package.
주문 번호는 당신의 소포를 추적할 수 있게 할 것이다.

133

applicable

 ⍆ appropriate, suitable

adj. 적용되는, 적용할 수 있는

With new research, some health advice is no longer applicable.
새로운 연구로 인해, 몇 가지 건강 관련 조언들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134

contribute

 ⍆ donate

v. 기여하다, 기부하다

The scarcity of the book directly contributed to its rise in value.
그 책의 품귀 현상은 그것의 가치를 올리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135

proprietor

 ⍆ owner

n. 소유주

You should know that John Smith is the proprietor of this company. 
당신은 John Smith가 이 회사의 소유주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36

crowded

 ⍆ congested, busy, jammed

adj. 혼잡한, 붐비는

The department store is crowded today because it is a Saturday.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백화점이 혼잡하다.

137

warn

 ⍆ alert

v. 경고하다

A sign warns visitors to step back for their safety.
표지판은 방문객들에게 안전을 위해 뒤로 물러나라고 경고한다.

138

aim

 ⍆ target, goal

v. 목표로 하다; n. 목표

We aim to become the leading Internet service provider in Europe.
우리는 유럽에서 선두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9

supplementary

 ⍆ extra, additional

adj. 추가의, 보충의

Some employees are taking a supplementary accounting course.
몇몇 직원들은 추가 회계 강좌를 듣고 있다.

140

announcement

 ⍆ declaration, statement

n. 발표

The manager made an important announcement at the staff meeting.
그 관리자는 직원 회의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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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submission

 ⍆ giving in, handing in

n. 제출

The memo reminded the staff of the timely submission of all reports.
그 메모는 직원들에게 모든 보고서에 대한 때맞춘 제출을 상기시켰다.

142

general

 ⍆ overall

adj. 일반적인

We gave the client a general idea about what the renovation would 
include. 우리는 고객에게 수리에 무엇이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을 제공했다.

143

possibility

 ⍆ chance, likelihood

n. 가능성

The board of directors is open to the possibility of a merger.
이사회는 합병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144

scope

 ⍆ range, scale

n. 범위, 영역

The business wants to expand the scope of its operations.
그 기업은 운영 범위를 확장시키고 싶어 한다.

145

endless

 ⍆ ceaseless, infinite

adj. 끊임없는, 무한한

The student provided an endless list of excuses for not completing his work.
그 학생은 작업을 끝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 끊임없는 변명을 했다.

146

rebate

 ⍆ discount, refund

n. 할인, 환불; v. 할인하다, 환불해 주다

A rebate was offered to customers who purchased the phone.
그 휴대전화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할인이 제공되었다.

147

accustom

 ⍆ familiarize

v. 익숙게 하다, 익히다

They were not accustomed to the social norms of the society.
그들은 사회의 사회적 규범에 익숙하지 않았다.

148

unlikely

 ⍆ improbable, doubtful

adj. ~할 것 같지 않은

It is unlikely that tuition fees will ever decrease in the future.
미래에 등록금이 결코 인하할 것 같지 않다.

149

testimonial

 ⍆ reference, endorsement

n. 추천 글, 추천서

The website has hundreds of testimonials about the product.
그 웹사이트에는 그 제품에 대한 추천 글이 수백 개가 있다.

150

recover

 ⍆ restore

v. 회복하다

The CEO is optimistic that the company will recover from the crisis.
그 최고 경영자는 기업이 위기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낙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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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start-up

 ⍆ rising, new

adj. 신생의, 신진의

The government offers grants to deserving start-up companies.
정부는 자격이 있는 신생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한다.

152

takeover

 ⍆ acquirement, acquisition

n. 기업 인수

The company's shareholders were against a takeover of its competitor.
그 회사의 주주들은 경쟁사의 기업 인수에 반대했다.

153

multiple

 ⍆ numerous

adj. 다수의

The company published multiple ads to promote the product.
그 회사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다수의 광고를 냈다.

154

scenic

 ⍆ picturesque, spectacular

adj. 경치가 좋은

The family enjoyed a drive through the scenic countryside.
그 가족은 경치가 좋은 시골 지역을 드라이브하는 것을 즐겼다.

155

fiction

 ⍆ novel, tale, story

n. 소설

The bookstore carries mostly works of popular fiction.
그 서점은 주로 유명한 소설 작품들을 취급한다.

156

facility

 ⍆ installation

n. 시설

This facility treats millions of liters of wastewater each day.
이 시설은 매일 수백만 리터의 오수를 취급한다.

157

confirm

 ⍆ verify, affirm

v. 확인하다, 확증하다

The wedding planner has confirmed the venue for the ceremony.
그 웨딩 플래너는 예식을 위한 장소를 확인했다.

158

tardiness

 ⍆ being late, unpunctuality

n. 지각

The professor is strict about tardiness and submitting work on time.
그 교수는 지각과 제시간에 과제물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다.

159

customize

 ⍆ tailor

v. 주문 제작하다

You may customize your order by choosing the color and size.
당신은 색깔과 크기를 골라서 주문품을 주문 제작할 수 있습니다.

160

allergic
adj. 알레르기가 있는

More children today are allergic to peanuts than in the past.
오늘날 과거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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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mine

 ⍆ go through, look over

v. 검토하다, 조사하다

The woman is examining a document.
그 여자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162

clarity

 ⍆ clearness

n. 선명도, 명확성

The buyer picked this mobile phone because of the clarity of the screen.
그 구매자는 화면의 선명도 때문에 이 휴대전화를 골랐다.

163

city official

 ⍆ civil servant

phr. 시 공무원

City officials will be attending the grand opening of Warner Art Center.
시 공무원들이 Warner 아트 센터 개장에 참석할 것이다.

164

eventually

 ⍆ ultimately, finally

adv. 마침내, 결국

Mr. Kramer eventually got over his fear of public speaking.
Mr. Kramer는 마침내 공개 연설에 대한 그의 두려움을 이겨냈다.

165

promotion

 ⍆ advertising, marketing

n. 홍보, 판촉, 승진

The promotion of the new car model cost much more than planned.
신형 자동차 모델의 홍보는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

166

existing

 ⍆ current, present

adj. 기존의, 현재의

The existing manual will be replaced with an updated one.
기존의 그 설명서는 업데이트된 것으로 교체될 것이다.

167

rating

 ⍆ assessment, evaluation

n. 평점, 평가, 순위

The new restaurant has received a five star rating.
그 새 식당은 별 다섯 개의 평점을 받았다.

168

temporary

 ⍆ impermanent, transitory

adj. 일시적인

The downturn in the city's economy is expected to be temporary.
그 도시의 경기 침체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69

activate

 ⍆ stimulate

v. 활성화시키다, 작동시키다

Customers of the bank can activate their new credit card online.
은행 고객들은 온라인으로 새 신용카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170

financial

 ⍆ economic, monetary

adj. 재정적인

Some people prefer lasting fame to financial self-sufficiency.
일부 사람들은 재정적인 자급자족보다 지속적인 명성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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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ferry

 ⍆ boat, ship

n. 배

A ferry with many passengers has docked at the port. 
많은 승객을 실은 배가 항구에 정박했다.

172

overtime
 ⍆ additional hours,  
extra hours

n. 초과 근무

We have to work overtime because the office is understaffed.
사무실에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는 초과 근무를 해야 한다.

173

office supply

 ⍆ stationery

phr. 사무용품

You need permission from administration to get office supplies.
사무용품을 받으려면 관리부서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174

publisher

 ⍆ publishing house

n. 출판사, 출판업자

The publisher has chosen to release the new book next month.
그 출판사는 다음 달에 새 책을 출시하기로 했다.

175

launch

 ⍆ release, introduction

n. 출시, 개시; v. 출시하다

The firm advertised the new smartphone months before its launch.
그 회사는 새로운 스마트폰의 출시 몇 달 전에 그것을 광고했다.

176

mishap

 ⍆ accident, disaster

n. 사고, 재난

Luckily, no one was injured in the mishap on the ski slope.
다행히, 아무도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부상을 입지 않았다.

177

admiring

 ⍆ appreciative

adj. 감탄하는, 찬양하는

As the model walked across the stage, he drew many admiring glances.
그 모델이 무대를 걸어갈 때, 그는 많은 감탄하는 시선을 받았다.

178

go over

 ⍆ examine, review

phr. 검토하다, 점검하다

An office worker is going over a document.
한 사무실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179

proposal

 ⍆ proposition

n. 제안, 제의

The proposal was rejected because the project was too costly.
그 프로젝트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안이 거절되었다.

180

insightful

 ⍆ discerning, visionary

adj. 통찰력 있는

He gave an insightful presentation about profit forecasts to the board of 
directors. 그는 경영진에게 예상 이익에 대한 통찰력 있는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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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mute

 ⍆ turn down the volume

v. 소리를 줄이다

The receptionist muted her radio before answering the telephone.
그 접수 담당자는 전화를 받기 전에 라디오 소리를 줄였다.

182

improvise
v. 즉흥 연주를 하다, 즉흥적으로 하다

The musicians at the club improvise when they are on stage.
그 클럽의 음악가들은 무대 위에 있을 때 즉흥 연주를 한다.

183

statement

 ⍆ declaration

n. 진술, 표현

He rephrased his statement in order to get his point across clearer.
그는 자신의 요점을 더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진술을 고쳐 말했다.

184

favorably

 ⍆ positively, agreeably

adv. 호의적으로

The judges thought favorably of one contestant in particular.
그 심사위원들은 한 참가자를 특히 호의적으로 생각했다.

185

realistic

 ⍆ practical, real

adj. 현실적인

Investors feel more confident when they are given realistic projections.
투자자들은 현실적인 추정치가 주어졌을 때 좀 더 자신감을 느낀다.

186

inquire

 ⍆ ask

v. 묻다, 알아보다

Many customers inquire about sales that have already concluded.
많은 손님들이 이미 종료된 상품 판매에 대해 묻는다.

187

substitute

 ⍆ replacement

n. 대체품, 대용품; v. 대체하다, 대신하다

The recipe recommends substitutes for expensive ingredients.
그 요리법은 비싼 재료들의 대체품을 추천한다.

188

expendable

 ⍆ unnecessary, needless

adj. 필요 없는, 유지할 가치가 없는, 소모용의

The new robotic equipment made factory workers expendable.
새로운 로봇식 장비는 공장 직원들을 필요 없게 만들었다.

189

drastically
 ⍆ greatly, exceedingly, 
inordinately

adv. 대폭으로, 급격히

The city's subway ridership has increased drastically in recent years. 
그 도시의 지하철 승객 수는 최근 몇 년간 대폭으로 증가해왔다.

190

overall
 ⍆ comprehensive, whole, 
total

adj. 전체의, 종합적인

The overall cost of the company event is about 20,000 dollars.
그 기업 행사의 전체 비용은 약 2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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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apprentice

 ⍆ trainee

n. 견습생

The cook moved up from apprentice to executive chef in a short time.
그 요리사는 짧은 시간 안에 견습생에서 총주방장으로 승진했다.

192

upcoming

 ⍆ forthcoming, approaching

adj. 다가오는, 곧 있을

The radio host spent a minute publicizing an upcoming event.
그 라디오 진행자는 다가오는 행사를 광고하는 데 1분을 썼다.

193

entrepreneur

 ⍆ businessman

n. 기업가

The entrepreneur used all of her savings to start the business. 
그 기업가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그녀의 모든 예금을 사용했다.

194

costume

 ⍆ dress, clothing

n. 의상

The producer hired a designer to make costumes for the film.
그 제작자는 영화를 위한 의상을 만들기 위해 디자이너를 고용했다.

195

outline

 ⍆ draft, summarize

v. 약술하다, 개요를 서술하다; n. 개요

Please outline the goals of your project for this month. 
이번 달 당신의 프로젝트 목표들을 약술해 주세요.

196

excursion

 ⍆ trip, tour, journey

n. 여행

Nearly a hundred of people joined the excursion to the island.
거의 백 명의 사람이 그 섬으로 가는 여행에 동참했다.

197

misplace

 ⍆ lose

v. 분실하다, 둔 곳을 잊다

He misplaced his wallet and had to cancel his credit cards.
그는 지갑을 분실했고 신용카드들을 취소해야만 했다.

198

eventual

 ⍆ final, ultimate

adj. 궁극적인

The eventual aim of the company is to expand internationally.
그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199

assumption

 ⍆ presumption, guess

n. 가정, 추정

We invest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stock was profitable.
우리는 그 주식이 수익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투자했다.

200

essential

 ⍆ vital, critical, necessary

adj. 필수적인

The utility company provides residents with essential public services.
공익기업은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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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minutes
n. 회의록

A secretary will be taking down the minutes from the meeting.
비서 한 명이 회의에서 회의록을 적을 것이다.

202

solicit 

 ⍆ request, ask for

v. 요청하다, 간청하다

The architect solicited advice from an engineer before beginning  
construction. 그 건축가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기술자에게 조언을 요청했다.

203

correctly

 ⍆ exactly, accurately

adv. 정확하게, 바르게

Children who answer all the questions correctly will be rewarded.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아이들은 상을 받을 것이다.

204

minimize

 ⍆ reduce, decrease

v. 최소화하다

The automation system minimized problems caused by human error. 
자동화 시스템은 인간의 실수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최소화했다.

205

take place

 ⍆ happen, occur

phr. 개최되다, 열리다

The fashion event will take place tomorrow night at Sky World.
그 패션 행사는 내일 밤 Sky World에서 개최될 것이다.

206

typically

 ⍆ commonly, generally

adv. 보통, 일반적으로

The tutors at the academic centers are typically young graduates.
그 학문 기관의 교사들은 보통 어린 대학 졸업자들이다.

207

proof

 ⍆ evidence

n. 증거, 증거물

The witnesses presented proof that the company was discriminatory.
증인들은 그 회사가 차별적이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208

securely

 ⍆ safely

adv. 단단히, 안전하게

Mrs. Lee strapped her daughter securely into the car seat.
Mrs. Lee는 자동차 좌석에 그녀의 딸을 안전벨트로 단단히 맸다.

209

durable

 ⍆ strong, tough

adj. 내구성 있는, 오래가는

These sneakers have a very durable sole made of rubber.
이 운동화는 고무로 만든 매우 내구성 있는 신발 밑창을 가지고 있다.

210

recognition

 ⍆ acknowledgement

n. 인정, 인식

The author won recognition for her novel about life in the 1800s.
그 작가는 1800년대의 삶에 관한 그녀의 소설로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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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distribute

 ⍆ divide, hand out

v. 배부하다

The training materials will be distributed during the meeting.
그 교육 자료는 회의동안 배부될 것이다.

212

pottery

 ⍆ ceramics

n. 도자기

An exhibit of rare pottery will open at the museum on Monday.
희귀 도자기 전시회는 월요일에 박물관에서 열릴 것이다.

213

prohibit

 ⍆ inhibit, prevent

v. 금하다

Office regulations prohibit anyone from smoking inside the building.
사무실 규정은 누구도 건물 안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한다.

214

enrollment

 ⍆ enlistment, registration

n. 등록자 수, 등록

Student enrollment has doubled over the past ten years.
학생 등록자 수가 지난 10년간 두 배가 되었다.

215

unveil

 ⍆ reveal, disclose, uncover

v. 공개하다, 밝히다

The museum unveiled a statue created by a young sculptor.
그 박물관은 젊은 조각가가 만든 조각상을 공개했다.

216

nutrition

 ⍆ nourishment

n. 영양

People are learning more about nutrition through the Internet.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영양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다.

217

extensive

 ⍆ comprehensive, whole

adj. 포괄적인, 광범위에 걸친

The company's latest market survey was thorough and extensive.
그 기업의 최근 시장 조사는 철두철미하고도 포괄적이었다.

218

eliminate

 ⍆ remove, eradicate

v. 없애다, 제거하다

The technicians are working hard to eliminate the computer virus.
그 기술자들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219

actual

 ⍆ real

adj. 실제의

The actual number of people at the rally was a hundred thousand.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실제 수는 십만 명이었다.

220

operate

 ⍆ run

v. 작동시키다

Do not operate this equipment without reading the manual first.
먼저 설명서를 읽지 않고는 이 장비를 작동시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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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alert

 ⍆ warning, signal

n. 경보, 경계

An alert has been issued warning residents about the flu virus.
독감 바이러스에 관해 주민들에게 경고하는 경보가 발령됐다.

222

intense

 ⍆ extreme, severe

adj. 굉장한, 강렬한

The intense summer heat causes people to use air conditioners.
굉장한 여름철 더위는 사람들이 에어컨을 사용하게 한다.

223

convert

 ⍆ change, exchange

v. 바꾸다, 전환하다

He wants to convert his American dollars to Korean won.
그는 자신의 미국 달러를 한국 원화로 바꾸길 원한다.

224

poorly

 ⍆ inadequately, badly

adv. 형편없이

The products in the supermarket are poorly arranged.
그 슈퍼마켓에 있는 물건들은 형편없이 정리되어 있다.

225

occupy

 ⍆ inhabit, live

v. 거주하다, 차지하다

The owner of the house that is for sale does not currently occupy it. 
팔려고 내놓아진 그 집의 주인은 현재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226

look after
 ⍆ pay attention to, take 
care of

phr. ~에 주의를 기울이다, ~을 보살피다

The hotel staff looked after all my needs in a prompt manner.
그 호텔 직원들은 신속하게 나의 모든 요구에 주의를 기울였다.

227

probable

 ⍆ plausible, believable

adj. 그럴듯한, 충분히 가능한

The economic crisis is a probable cause of low airline ticket sales.
경제 위기는 저조한 항공권 판매에 대한 그럴듯한 원인이다.

228

appropriate

 ⍆ proper, adequate, suitable

adj. 적합한, 적절한

The size of the building is appropriate for its intended use.
그 건물의 크기는 그것의 의도된 사용 목적에 적합하다.

229

appreciative

 ⍆ thankful, grateful

adj. 고마워하는, 감사하는

The fire victims were appreciative of the assistance offered by their  
neighbors. 그 화재 피해자들은 그들의 이웃이 제공한 도움에 고마워했다.

230

itinerary

 ⍆ schedule

n. 여행 일정표

The itinerary is tentative and will be finalized by this afternoon.
그 여행 일정표는 임시이고 오늘 오후까지는 확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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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widen

 ⍆ expand, enlarge, extend

v. 확장하다, 넓히다

Streets in the city will be widened to add bike lanes.
도시의 도로들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추가하기 위해 확장될 것이다.

232

flavor

 ⍆ taste

n. 맛

The chef at this restaurant is very good at blending flavors.
이 음식점 요리사는 맛 혼합을 굉장히 잘한다.

233

district

 ⍆ region, area

n. 지역, 구역

The business district has restaurants and entertainment venues.
그 상업 지역에는 음식점과 오락 장소들이 있다.

234

historic
adj. 역사적인

The documentary series focused on historic figures in Europe.
그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유럽의 역사적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235

put together

 ⍆ gather, assemble

phr. 모으다, 합치다

The workers are putting together some art works.
작업자들이 미술 작품 몇 개를 모으고 있다.

236

connect

 ⍆ link

phr. 이어지다, 통하다

The stairs connect to a long hallway. 
계단은 긴 복도로 이어진다.

237

spread out

 ⍆ disperse, scatter

phr. 흩어지다, 펼치다

Leaflets are spread out on the table.
전단지들이 책상에 흩어져 있다.

238

compile

 ⍆ gather, collect, accumulate

v. 모으다, 수집하다

They are compiling the data on a disk.
그들은 디스크에 자료를 모으고 있다.

239

expense

 ⍆ cost, expenditure

n. 비용, 경비

The company reimburses employees for their travel expenses.
그 회사는 직원들의 출장 비용에 대해 상환해 준다.

240

simplify

 ⍆ streamline

v. 간단하게 하다

We've had several requests to simplify the order form. 
우리는 주문서를 간단하게 하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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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capacity

 ⍆ accommodation, extent

n. 정원, 수용력

The school cannot accept new students as it has exceeded its capacity. 
그 학교는 정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신입생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242

population

 ⍆ populace, community

n. 인구

The population in large cities has grown over the years.
대도시의 인구는 수년 동안 증가해왔다.

243

appearance

 ⍆ looks, image

n. 외모

Women can enhance their appearance with cosmetics.
여성들은 화장품으로 그들의 외모를 향상시킬 수 있다.

244

exert

 ⍆ influence, affect

v. 행사하다, 영향을 미치다

Critics complain that the media exert undue influence on financial markets.
비평가들은 미디어가 금융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행사한다고 불평한다.

245

severely

 ⍆ seriously, critically

adv. 심하게

The rising price of oil will severely impact the auto industry.
원유 가격의 상승은 자동차 산업에 심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6

write down

 ⍆ take down, jot down

phr. ~을 적다

A waiter here has a good memory and never writes down orders.
이곳의 웨이터 한 명은 기억력이 좋아서 결코 주문사항을 적지 않는다.

247

gradually

 ⍆ steadily, slowly

adv. 점차, 서서히

She gradually gained a little weight as her health improved.
그녀는 건강이 나아지면서 점차 체중이 약간 늘었다.

248

categorize

 ⍆ classify

v. 분류하다

All of the applicant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
지원자 모두는 그들의 경력에 따라 분류되었다.

249

variation

 ⍆ difference, distinction

n. 차이, 변화

The color may be different from the photo due to variations in computer 
monitors. 그 색깔은 컴퓨터 화면의 차이로 인해 사진과 다를 수 있다.

250

artificial

 ⍆ synthetic, man-made

adj. 인조의, 가짜의

We were surprised to learn that the flowers were all artificial.
그 꽃들이 모두 인조였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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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swap

 ⍆ exchange

v. (이야기 등을) 나누다, 바꾸다

She likes to swap stories with her coworkers during lunchtime. 
그녀는 점심시간 동안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252

visible

 ⍆ observable, perceptible

adj. 눈에 보이는

The sweat on his brow was visible to everyone in the room.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였다.

253

generalization

 ⍆ universalization

n. 일반화

The journalist was criticized of making false generalizations in his article. 
그 기자는 그의 기사에 잘못된 일반화를 범해 비난 받았다.

254

manage

 ⍆ administer, handle

v. 관리하다

Mr. Thompson manages a team of fifty product salesmen.
Mr. Thompson은 50명의 상품 판매원으로 구성된 팀을 관리한다.

255

specialist

 ⍆ expert, professional

n. 전문가, 전문의

The doctor is a specialist in the treatment of stress-related illnesses.
그 의사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전문가이다.

256

reduction

 ⍆ cutback

n. 삭감

Management ordered a 15 percent budget reduction across all  
departments. 경영진은 모든 부서에 15퍼센트의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

257

functional

 ⍆ working, operational

adj. 가동되는, 작동하는

The software becomes functional only when the code is entered.
그 소프트웨어는 암호가 입력될 때만 가동된다.

258

approval

 ⍆ consent, agreement

n. 승인

He needs her approval before he can start a new project.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녀의 승인이 필요하다.

259

initially

 ⍆ at first, firstly

adv. 처음에

They initially thought the countryside was the best place to live.
그들은 처음에 시골 지역이 살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260

transform

 ⍆ alter, convert

v. 변화시키다, 바꾸어 놓다

The beauty shop can transform a client's appearance in an hour.
그 미용실은 고객의 외모를 1시간 안에 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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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place emphasis on

 ⍆ stress, underline, highlight

phr. ~을 강조하다

They place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teamwork.
그들은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62

quote

 ⍆ estimate

n. 견적, 시세, 인용문

The customer asked the company to send a price quote by e-mail.
그 고객은 이메일로 가격 견적을 보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다.

263

align

 ⍆ range, line up

v. 정렬시키다, 일직선으로 하다

The auto mechanic will check if the wheels are properly aligned.
그 자동차 정비공은 바퀴가 제대로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264

significant

 ⍆ considerable

adj. 상당한, 중요한

The project requires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and dedication. 
그 프로젝트는 상당한 양의 시간과 헌신을 요구한다.

265

charm
 ⍆ attraction, fascination, 
allure

n. 매력

Her charm and sense of humor are what make her a good salesperson.
그녀의 매력과 유머 감각이 그녀를 좋은 판매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266

tolerantly
 ⍆ broadmindedly, 
openmindedly

adv. 관대하게, 너그러이

The man smiled tolerantly while the photographer took pictures.
그 남자는 사진사가 사진을 찍는 동안 관대하게 미소 지었다.

267

agreement

 ⍆ treaty, contract

n. 협약, 동의

The joint agreement focused on reducing carbon emissions.
그 공동 협약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268

dissatisfied

 ⍆ discontented, unhappy

adj. 불만족스러워 하는

She was dissatisfied with the 5 percent increase in sales over the last  
quarter. 그녀는 지난 분기 동안 매출이 5퍼센트 증가한 것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했다.

269

odor

 ⍆ smell

n. 냄새, 악취

The ventilation system eliminates bad odors in the office.
환기 장치가 사무실의 나쁜 냄새를 없앤다.

270

removal

 ⍆ elimination

n. 제거

Laser hair removal is a common cosmetic procedure these days. 
레이저 모발 제거는 오늘날 흔한 미용 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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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power failure

 ⍆ blackout, power outage

phr. 정전

Due to the power failure, the office will be closed this afternoon.
정전 때문에, 그 사무실은 오늘 오후에 문을 닫을 것이다.

272

point out

 ⍆ mention

phr. 언급하다, 지적하다

Let me point out that she was the first to come up with the idea.
그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생각해 낸 것이 그녀였다는 것을 언급하겠습니다.

273

reserve

 ⍆ book

v. 예약하다

We should reserve our plane tickets a few weeks in advance.
우리는 몇 주 전에 미리 비행기 표를 예약해야 한다.

274

introductory

 ⍆ preliminary, prefatory

adj. 소개의, 서두의

After a few introductory remarks, the party began. 
어느 정도의 소개말 이후에, 파티가 시작되었다.

275

handle

 ⍆ manage, deal with

v. 다루다, 처리하다

Any issues with reimbursements are handled by the accounting department.
상환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회계 부서에 의해 다루어진다.

276

credit

 ⍆ praise, honor

n. 칭찬, 인정, 신용

The manager took credit for the project on behalf of her team.
그 관리자는 그녀의 팀을 대표하여 프로젝트에 대해 칭찬을 받았다.

277

dedicated

 ⍆ committed, devoted

adj. 전념하는, 헌신적인

The new director is dedicated to improving the firm’s public image.
그 신임 이사는 회사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전념한다.

278

worthy

 ⍆ valuable, deserving

adj. 가치 있는, 훌륭한

People often donate large sums of money to worthy causes. 
사람들은 종종 큰 액수의 돈을 가치 있는 일에 기부한다.

279

socialize

 ⍆ associate, get together

v. 어울리다, 교제하다

Participants got a chance to socialize with each other after the seminar 
was over. 세미나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80

on-site

 ⍆ on-scene

adj. 현장의, 현지의

An on-site inspection of the plant is conducted every month.
공장의 현장 점검은 매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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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display

 ⍆ show, exhibit

v. 전시하다

The exhibit at the museum displayed sculptures from ancient times.
그 박물관 전시회는 고대 시대의 조각물들을 전시했다.

282

malfunction

 ⍆ flaw, defect

n. 오작동

An audio system malfunction delayed the start of the seminar. 
오디오 시스템 오작동은 세미나의 시작을 지연시켰다.

283

refundable

 ⍆ returnable

adj. 환불 가능한

The fee for confirming your bank account number is refundable.
당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는 환불 가능합니다.

284

misleading

 ⍆ confusing, false

adj. 오해의 소지가 있는

The newspaper editor rejected the article because of its misleading  
headline. 신문 편집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 때문에 그 기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5

effectively

 ⍆ effectually

adv. 효과적으로

AlphaCough effectively relieves the symptoms of winter colds.
AlphaCough는 겨울 감기에 대한 증상들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킨다.

286

conquer

 ⍆ occupy, defeat, overthrow

v. 정복하다

The Romans conquered many other nations during their peak. 
로마인들은 그들의 전성기에 다른 많은 국가들을 정복했다.

287

suggestion

 ⍆ recommendation, proposal

n. 제안

All sincere suggestions are welcome.
모든 진심 어린 제안은 환영입니다.

288

merge

 ⍆ combine, unite

v. 합병하다, 합치다

The two companies merged to remain competitive.
그 두 회사는 경쟁력 있는 상태로 남기 위해 합병했다.

289

verify

 ⍆ check, confirm

v. 확인하다, 입증하다

All references will be verified before a job offer is made.
모든 추천서들은 일자리 제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확인될 것이다.

290

permanent

 ⍆ regular, full-time

adj. 정규직의, 영구적인

High-paying, permanent jobs are on the decline these days.
고임금 정규직의 직장들은 오늘날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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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blame

 ⍆ ascribe, accuse, criticize

v. ~의 탓으로 돌리다, 비난하다

They saw through his attempt to blame the project's failure on a coworker.
그들은 프로젝트의 실패를 동료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그의 시도를 알아챘다.

292

gratitude

 ⍆ appreciation, thanks

n. 감사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for your hard work.
우리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293

detail

 ⍆ specifics

n. 세부 사항; v. 상세히 열거하다

A visitor to the museum took note of the details of a painting.
박물관의 한 방문객이 어떤 그림의 세부 사항에 대해 메모했다.

294

escalate
 ⍆ deteriorate, aggravate, 
worsen

v. 악화되다, 확대되다

Consumer anger escalated when the scale of the problem was revealed. 
문제의 규모가 드러났을 때 소비자들의 분노는 악화되었다.

295

commonly

 ⍆ ordinarily, often

adv. 흔히, 보통

He is commonly considered the richest man in the country. 
그는 흔히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296

publication

 ⍆ periodical

n. 간행물, 출판물

Subscribers receive a copy of the publication once a month.
구독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한 부의 간행물을 받는다.

297

lifeguard

 ⍆ lifesaver

n. 인명 구조원

The drowning boy was saved by the quick actions of a lifeguard.
물에 빠진 그 소년은 인명 구조원의 빠른 조치로 구조되었다.

298

premiere

 ⍆ opening, first showing

n. (영화) 개봉, 초연

The premiere of the movie was attended by most of the cast.
영화 개봉에 출연진 대부분이 참석했다.

299

in charge of

 ⍆ responsible for

phr. ~을 맡아서, 담당해서

The personnel officer is in charge of training new workers.
그 인사 직원은 신입 직원들의 교육을 맡고 있다.

300

survey

 ⍆ poll, research

v. 설문 조사하다; n. 설문 조사

Every year, the company surveys customer use of its products.
매년 그 기업은 제품에 대한 고객 이용에 관해 설문 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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