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로 먼저 풀어보는 신토익 엣지 입문 LC – 신토익 단어장

Lesson 01
artwork 미술품, 예술작품

knife 칼

be displayed 진열되다

light, lighting 조명, 조명기구

be full of ~으로 가득 차 있다

meal 식사

be leaning against ~에 기대어있다

move 옮기다

be putting on 착용하는 동작 중이다

organize 정리하다, 정렬하다

be seated (= be sitting)

paper 서류

착석되어 있다, 앉은 상태이다
carry 나르다, 운반하다

pen 펜

customer 손님

pile 쌓다, 쌓여있는 무더기

dish 접시, 요리

plant 화분, 식물

display 진열하다

pot 냄비

drink 음료, 마시다

pour 액체 따위를 졸졸 따르다

drive 운전하다

prepare food 음식을 준비하다

enjoy 즐기다

purchase 구매하다

enter 들어가다

painting 그림

gas stove 가스레인지

put down 내려놓다

gesture 몸짓, 손짓하다, 동작하다

put on
옷이나 장신구 따위를 착용하는 동작을 하다

glass 유리잔

reach for ~을 향해 손을 뻗다

glasses 안경

repair 고치다, 수리하다

greet 인사하다

restaurant 식당

hang up the phone 전화를 끊다

switch on, turn on 켜다

hang 걸다

switch off, turn off 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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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something in one’s hands
손에 무언가를 쥐다, 지니다

waiter 웨이터, 종업원

hold 잡다, 쥐다

wall 벽

in front of ~의 앞에

wash 씻다

in the back 뒤쪽에, 뒤편에

watch 손목시계

install 설치하다

wear 착용한 상태이다

kitchen 부엌

Lesson 02
applaud 박수치다

each other 서로

around ~의 주위에, 주변에

enter 들어가다

arrange 정리, 정렬하다

floor 바닥

audience 청중

greet 인사하다

bake 굽다

hang 걸다

balloon 풍선

have been arranged 정렬된 상태이다

be displayed 진열되다

light 불, 조명

be lined up 줄 서다, 줄지어 있다

monitor 모니터, 화면

be piled up 쌓여있다

next to 옆에

be shaded 그림자지다, 그늘지다

ocean, beach 바다

be sitting down 앉은 상태이다

plant 화분, 식물

be standing 서 있는 상태이다.

presentation 발표

be trying on 입거나 쓰는 동작 중이다

same 같은

beverage, drink 음료

shake hands 악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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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건물

side by side 옆으로, 나란히

candle 촛불, 초

swim 수영하다

cap 캡모자

turn on 켜다

clothes 옷

walk 걷다

conversation 대화

wall 벽

decoration 장식, 장식품

Lesson 03
along ~을 따라서

light, lighting 조명, 불

arrange 정리하다, 배열하다

listen to music 음악을 듣다

attach 붙이다

make a presentation 발표하다

attached to ~에 연결된

movie 영화

be being cast 드리워진 상태이다

neatly 가지런하게

be being parked 주차되고 있는 중이다

net 네트, 그물망, 엮어놓은 천 따위

be being washed 세차되고 있는 중이다

occupied 자리가 찬

be decorated 장식되다, 꾸며지다

over ~위에

be hanging (사물이) 걸린 상태이다

parasol 파라솔, 큰 우산

be reflected 반사되다

pass 지나가다

be scattered 산발적으로 흩어지다

path 길, 좁은 길, 오솔길

between ~사이에

pattern 패턴, 무늬

blanket 담요

pile up 쌓다

bread 빵

pile 쌓다, 쌓여있는 무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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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iling 천장

plant 식물, 심다, 화분

chase 쫓아가다

plate, dish 접시

clean 치우다, 청소하다

point 가리키다

clothes 옷

pool 수영장

cloud 구름

poster 포스터

cloudy 구름 낀

pour (액체 따위를) 졸졸 따르다

counter 계산대, 작업대

price tag 가격표

cover 덮다

product 제품

curtain 커튼

push 밀다

dark 어두운

receive 받다

decorate 장식하다, 꾸미다

refrigerator 냉장고

drawer 서랍

sausage 소시지

duck 오리

screen 화면

empty 비우다

seat 자리

entrance 입구

serve 서빙하다, 나르다

fill 채우다

set up 차리다, 세우다, 설치하다

float 둥둥 떠다니다

shadow 그림자

fold 접다

show 보여주다

for display 진열을 위해

sign 간판, 표지판

gather 모으다, 모이다

spread out 펼치다, 널리 퍼뜨려두다

gift 선물

stream 개울, 물

grow 성장하다, 자라다

surround 에워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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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t 손님

take 사진 따위를 찍다

hang up 매달다

terrace 테라스

in line 줄지어

turn off 끄다

in lines 여러 줄로

turn on 켜다

in rows 여러 줄로

under ~의 아래에

lawn 잔디

unoccupied 자리가 빈

lean back against

walkway 산책로, 길

뒤로 기울어져서 ~에 기대다
leave 떠나다

water bottle 물병

Lesson 04
accounting 회계

monthly 월간, 월례

assistant 사무보조, 비서

often 자주

attend 참여하다, 참석하다

payroll 경리

be invited 초대받다

personnel manager 인사부장

be on a diet 식이 조절 중인, 다이어트 중인

post 게시하다, 포스팅하다

be written 쓰여지다, 적히다

print shop 인쇄소

belong to ~에 속하다, ~의 소속이다

public relations 홍보부, PR 담당

board members 이사진

purpose 목적

CEO 최고경영자

right after 바로 뒤

chairman 회장

sales division 영업부

director 이사

secretary 비서

executive 경영자

secretary 사무보조,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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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재무

superior 상사

fix, repair 고치다

supervisor 상사

hiring manager 인사부장

sweet 달콤한

human resources manager 인사부장

take a train 기차를 타다

invitation 초대, 초대장

technical support 기술지원부

invite 초대하다

wallet 지갑

laptop (computer) 노트북 컴퓨터

went to ~에 다녀왔다

look great 잘 어울리다, 멋져 보인다

What about ~? ~하는 게 어때? (제안의 표현)

Lost (lose의 과거형) 잃어버렸다
maintenance department 보수과, 관리부

what brings / what makes / how come / why
왜
what do you think of / about ~?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mine 나의 것

Lesson 05
a block from here 여기서 한 블록 거리

express 빠른, 고속의

a few 몇몇의

filing cabinet 파일 캐비닛

air conditioning 에어컨

for sure 확실히

arrive 도착하다

free 자유로운

be held 열리다

glass 유리, 잔

block 블록

glasses 안경

bulletin board 게시판

in about (시간) 대략 ~후에

central station 중앙역

join 함께하다, 참여하다

cheapest 가장 싼

large 공간이 큰,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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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on ~을 확인하다

last 마지막의, 가장 최근의, 지난

clothes 옷

November 11월

condition 조건

park 주차하다, 공원

conference hall 회의장

rain 비 오다

crowded 붐비는, 사람이 많은

tie 목에 매는 타이, 묶다

directly 직접적으로, 바로

used one 중고품

dock 부두

Lesson 06
a couple 둘, 두셋

move to ~로 가다, 이동하다

already 이미, 벌써

on the road 길에

be absent 빠지다, 결석하다

prefer 선호하다

business trip 출장

promotion 승진

by plane 비행기로

right after 바로 뒤

celebrate 축하하다

rush hour 출퇴근 시간, 붐비는 시간, 러시아워

doctor’s appointment 진료예약

stationery shop 문구점

downtown 시내, 번화가

take on ~을 맡다

feel sick 아프다

take 시간이 ~ 걸리다

go for 계속되다, 지속되다

tea 차(茶)

half an hour 한 시간의 절반, 즉 30분

technician 기술자

half 절반

twice 두 번

holiday 공휴일

under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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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id ~ go? (행사가) 어떻게 됐니? 어땠니?

understand 이해하다

leave work 퇴근하다

wallet 지갑

leave 떠나다

work 작동하다

look for (의지를 가지고) 찾다

Lesson 07
a little 약간

join 함께하다, 합류하다

almost 거의

left ~ on 켜진 채로 두다

assignment 업무, 과제

meet up 만나다, 모이다

attend 참석하다

movie ticket 영화표

be done 끝내다, 마치다

quit 나가다, 그만두다

business card 명함

quite 꽤

class 수업

receptionist 접수원

coffee maker 커피메이커, 커피 내리는 기계

replace 교체하다

complicated 복잡한

sales job 영업직

cost 비용이 들다

sell well 잘 팔리다

customer service 고객 서비스 (부서)

still 여전히

every 매, 매 ~마다

technical support 기술지원 (부서)

expensive 값비싼

trip 여행

factory tour 공장 견학

upstairs 위층

faster 더 빠른

would like to ~하길 원하다

hire 채용하다

wrong 잘못된, 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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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08
abroad 해외에

Let me 내가 ~할게요

agree 동의하다

monthly fee 월회비

airport 공항

on one’s way ~에 가는 길에

assist 돕다

once 한 번

assistant 어시스턴트, 보조

over there 저기 저쪽에

complete 끝내다, 마치다

prefer 선호하다

drive 운전하다

rent 임대, 임대료

earlier 아까, 일전에

review 검토하다

faster 더 빠른

smaller 더 작은, 더 작은 것

from ~로부터, ~출신인

swimsuit 수영복

give a hand 도와주다

taxi (= cab) 택시

gym 헬스장, 체육관

the day after tomorrow 내일모레

Here you go. 여기 있습니다.

watch 손목시계

lend 빌려주다

Lesson 09
a couple of times 두어 번

look up 찾아보다, 확인하다

a lot of 많은

map 지도

a while 잠시, 잠깐, 꽤 오랜 시간

most 대부분

accept 수락하다, 받아들이다

new hire 새로 채용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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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 동의하다

no way 말도 안 돼

alive 살아있는

offer 제공하다, 주다

arrive 도착하다

office supplies 사무용품

author 작가, 저자

over there 저기 저쪽에, 저기 저쪽으로

be on sale 할인 중이다, 판매 중이다

pay 지불, 급여, 지불하다

be responsible for ~에 책임이 있다, 담당이다

pick up 집어가다, 가져가다, 픽업하다, 데려오다

can’t miss 놓칠 수 없다

player 선수, 경기자

cancellation fee 취소 수수료

pocket 주머니

charitable organization 자선 단체

postpone 연기하다

charity 자선

prefer 선호하다

deposit 입금하다

pretty 꽤

design 디자인

promotion 승진, 판촉, 홍보

directions 길 안내, 방향

purse 여자용 핸드백

director 이사

several 여러 개의

down the road 길을 쭉 따라

share 나누다

download 내려받다, 다운로드하다

sign 간판, 표지, 표식

duty 업무, 임무

strategy 전략

duty-free shop 면세점

sunny 맑은, 해가 나는

empty 빈, 비어있는

supplier 공급자, 업체

except ~을 제외하고

teamwork 팀워크, 팀 작업, 팀 정신

exciting 신나는

topic 주제

exercise 운동하다, 연습하다

totally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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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delivered 배달되다

unfortunately 유감이지만

go for a drive 드라이브 나가다

wallet 지갑

go over 검토하다, 보다

watch 보다, 손목시계

hire 채용하다, 새로 채용한 직원

weather 날씨

it is nice today 오늘 날씨가 좋다

well-written 잘 쓰여진

late fee 연체료

what day 무슨 요일

later 나중에

whether ~인지 아닌지

leave 떠나다, 일 따위를 그만두다

work 작동하다, 이루어지다

location 위치, 장소

would love to 기꺼이 하겠다

Lesson 10
air conditioner 에어컨

picture ID 사진이 있는 신분증

author 작가

reception 피로연, 연회

autograph 싸인

reception desk 안내 데스크

free of charge 무료인

shooting 촬영

holiday 휴가

sign 서명, 사인해주다

keep in mind 명심하다

switch 바꾸다, 전환하다

keep moving 계속 움직이다

vacation 방학

Lesson 11
agent 직원, 담당

refund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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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g 가져오다

stockroom 창고

comfortable 편안한

the earliest 가장 이른

exchange 교환, 교환하다

towel 수건

preference 선호, 선호도

wake-up call 잠을 깨우기 위해 하는 전화

Lesson 12
afford ~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expect 기대하다

at the moment 현재, 지금

valid 유효한

entrance, gate, door 문

waiting list 대기 명단

Lesson 13
access 접속, 로그인

inconvenience 불편

air circulation 환풍, 환기

jammed, stuck 끼임, 막힘

air conditioning 에어컨

key card 출입 열쇠

assembly line 조립라인

lamp 조명기구

battery 배터리

laptop 노트북

Be almost out of stock 재고가 거의 떨어진

late 늦은

be short on stock 재고가 부족한

light 조명기구

broken, down, malfunction 고장

lighting 조명기구

cancel, call off 취소

lighting fixture 조명기구

change, reschedule 변경

log on 접속,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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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위원회

machine 기계, 기기

company outing, picnic 회사 소풍, 야유회

marketing 마케팅

competitor 경쟁자, 경쟁

new client 새 고객
not enough, out of stock

computer 컴퓨터

충분하지 않은, 재고가 없는

construction 건설

password 비밀번호

contract 계약

plug in 전원 연결

copy machine, copier 복사기

presentation 발표

cost 비용

production, manufacture 생산

deadline extension 마감일 연장

program 프로그램

delay, postpone, put off 연기, 지연

research, new product development
연구, 새 제품 개발

device 기계, 기기

safety inspection 안전 점검

door 출입구

short on staff 일손이 부족한

email account 이메일 계정

sign in 접속, 로그인

employee badge 사원 출입증

similar product 비슷한 제품

entrance 출입구

software 소프트웨어

equipment 기계, 기기

spreadsheet 스프레드시트

error, problem, trouble 에러, 이상, 문제점

swipe 기기에 긁다

factory, plant 공장

Tech support 기술 지원(부서)

farewell, retirement 작별, 은퇴

the day after tomorrow 내일모레
(= in two days 이틀 후)
the day before yesterday 그저께

fax machine 팩스

(= two days ago 이틀 전)

finance, accounting 재무, 회계

username 사용자 이름

freeze 멈춤

ventilation 환풍,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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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er 히터

vice president 부회장

Lesson 14
add 더하다

interest rates 금리, 이자율

aisle 통로

interest 이자

annual 연례의

lighting 조명

anticipate 예상하다

literature 문학

application form 신청서

loan 대출

bargain 할인

loyal customer 단골 고객

be happy with
~에 대해 만족하다, 맘에 들어 하다

mailing list 고객 리스트

be on sale 할인

mark down 할인

book 소설

master’s degree 석사 학위

bottled dressing 병에 담긴 샐러드드레싱

maximum 최대한

brand new item 새 제품

medical appointment 병원 예약

broccoli 브로콜리

medical office 병원

buy one get one free 하나 사면 하나 무료 증정

medical test 건강 검진

carrot 당근

money back 환불

catering company 출장 음식업체

negotiate 협상하다, 협의하다

change an appointment 예약 변경

newly released product 새 제품

classmate 같은 반 학생

newsletter 회보, 소식지

clearance sale 재고처리 세일, 정리 세일

notice 알아차리다

clinic 병원

novel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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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 in various colors and sizes
다양한 색깔과 사이즈로 출시되다

open an account 계좌를 열다

conduct 수행하다

order 주문

copy 권, 부

overhead 머리 위의, 높이 세운

courier service 택배

package 소포

credit card bill 신용카드 대금

parcel 소포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고객 상담원

perfect candidate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후보

customers’ list 고객 리스트

place an order 주문, 주문하다

CV 이력서

promotion 홍보, 판촉 행사

dental clinic 치과

proofreader 교정자

dentist 치과의사

publication 권, 부

dentist’s office 치과

purse 지갑, 핸드백

deposit money 입금하다

quarterly 분기별의

discount 할인

quote, estimate 견적, 견적을 내다

doctor’s appointment 병원 예약

realistic 현실적인

doctor’s office 병원

rearrange 재배치하다, 재정리하다

draft 원고, 초안을 작성하다

receptionist 접수원, 안내원

efficiently 효율적으로

refer to 참조하다

Electronics store 전자제품 매장

refund 환불

encounter 마주하다

registered mail 등기우편

exchange 교환

regular check-up 정기 검사

expert 전문가

regular customer 단골 고객

express mail 빠른우편

regular mail 일반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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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ve 대규모의, 아주 넓은

rep(representative) 직원 판매원 외판원

fan 선풍기

reschedule 예약 변경

flavor 맛, 향

rough 대략적인

flooring 바닥

scale 저울

for a bit 잠시 동안

sensitive 세심한, 민감한(신중을 필요로 하는)

For somewhat reason 어떤 이유인지

sincerely apologize 진심으로 사과하다

frequent shopper’s card, shopping card
단골 고객 카드

solution 해결책

frozen 냉동의, 얼은

spare (시간, 돈)을 할애하다, 내다

generate 생성하다

special price 할인

get away from ~로부터 떨어져 지내다

specialized work 특화된 업무

give an update 알려주다, 정보를 주다

store credit 가게 적립금

good deal 할인

stuck 움직일 수 없는, 낀

have no clue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 모르다

technician 기술자

hospital 병원

to and from 왕복

HR(Human Resources) 인사과

transfer money 송금하다

in a row 연속으로

volume 권, 부

infer 추론하다

week-long 한 주 간 지속되는

innovative 혁신적인

weigh 무게, 무게를 재다

install 설치하다

weight 무게

insufficient 불충분한, 부족한

withdraw money 출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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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15
cover letter

gratitude 감사

편지 형식으로 작성하는 일종의 자기소개서

Lesson 16
audio system 오디오 시스템, 음향 장비

video conferencing 화상 회의

be released 출시되다

win an award 상을 타다

state-of-the-art 최신식의

Lesson 17
appreciate 감사

HR officer 인사 담당자

backing 후원

Introducing oneself 자기소개를 하다

banquet 연회, 파티

officially open 공식적으로 문을 열다

be grateful 감사

patio (= outdoor seating area)
야외 테라스 좌석

beloved 사랑하는, 소중한

picture ID 사진 신분증

blame 탓하다

previously 먼저, 일전에

cafeteria 구내식당

raffle 기금 마련을 위한 복권

charity event 자선 행사

reception 연회, 파티

contribution 기증, 기부

sales assistant 영업 보조

decoration 장식, 꾸밈

say goodbye 작별을 고하다

dedication 헌신

signature dish 고유, 대표 음식

donation 기증, 기부

sponsor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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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her 모으다, 모이다

support 후원

gratitude 감사

temporary 임시의

hand out 나누어 주다

thank 감사

Lesson 18
assembly line 조립라인

in a couple of months 두어 달 후에

current 현재의

inconvenience 불편

cutting-edge 최첨단의

island 섬

delicious (= tasty) 맛있는

new departure time 새로운 출발 시각

destination 목적지

permanently 영원히, 영구적으로

drop by 들르다

quality control 품질관리

fairy 요정

sample 샘플링하다, 맛보다

fragile 깨지기 쉬운, 연약한

sweets 사탕, 초콜릿 따위의 단맛 간식

go blind 눈이 멀다

the States 미국

immediately 즉시, 즉각적으로

tiny 아주 작은

improve 향상시키다, 개선하다

Lesson 19
alternative 대체하는, 대체품

national holiday 공휴일, 국경일

artificial 인공적인

opportunity 기회

atmosphere 분위기, 대기

personality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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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nutrient 필수영양소

previous 이전의, 먼저의

fat 지방

seek 찾다

flavor 맛, 향

sodium 염분, 나트륨

freshest 가장 신선한

solution 해답, 해결책

ingredient 재료, 성분

sugar 설탕, 당

Lesson 20
acoustics 음향 시설

label 음반사, 레이블

agreement (= contract) 동의서, 계약서

lagging 뒤처져 있는

alternate route 대체하는 경로

market share 시장 점유율

ancient 고대의

mayoral 시장의

applaud 박수를 치다, 칭찬하다

operation 운영, 작업

be a steal at (가격) ~값이면 거저나 마찬가지다

outdone 능가하다

benefit 혜택, 혜택을 입다

packaging 포장, 포장재

bother 신경 쓰이게 하다, 귀찮게 하다

packet 곽, 통

budgetary issue 예산문제

pass up 거절하다, 포기하다

buy out 사들이다

Pharmaceuticals 제약회사

Chief of Staff 참모장

Please give a warm round of applause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세요

congested (= jammed) 막히는

press conference 기자 회견

consider 고려하다

produce 농산물

cooperation 협조

Public Relation 홍보, 섭외

corporation 기업, 회사

pumpernickel bread 호밀 흑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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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to-day basis 매일매일, 일상

raincoat 우비

dental floss 치실

rave 극찬하다

dental hygiene 치아 위생

relocate 이전, 이동하다

equipment 장비, 기기

retail 소매

farmer’s market 농산물 직거래장

rev up 활기를 띠다

flashlight 손전등

rise 오르다

foreman 감독

road improvement work 도로 공사 작업

from where I stand 내가 보기에는, 내 견해로는

rundown 개요, 설명, 축소

give directions 길 안내를 해주다

safety check 안전점검

grand poobah 고위 직원, 중요 인사

script 대본, 원고

Grand Wizard 수장

seriously 심각하게, 진지하게

heavy industry 중공업

sunscreen 자외선 차단제

hugely 엄청나게, 크게

supervisor 감독관, 관리자

in some time 근래에

swing by 들르다

inauguration 취임식

Take a detour 우회하다

incredibly 믿을 수 없는, 엄청난

temperature 온도

keynote speech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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