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로 먼저 풀어보는 토익 엣지 입문 RC 단어노트

LESSON 01 [문장의 뼈대] 영어의 8품사
anniversary 기념일

apple 사과

company 회사

orange 오렌지

be sent 보내지다

renovation 보수, 수리

Inspector 조사관

award winning author 수상 경력이 있는 작가

heating system 난방시설

assistant 비서

less 덜 ~한

schedule 스케줄

old one 예전 것

urgent 긴급한

regulation 규칙

attendee 참석자

be held 열리다, 개최되다

enjoy 즐기다, 누리다

event 행사

various 다양한

be postponed 연기되다, 뒤로 미루어지다

benefit 혜택

have a car accident 자동차 사고를 당하다

through ~을 통하여

on one’s vacation ~의 휴가 동안에

The board of directors 임원단

location 지점

answer 대답하다

reliable 신뢰할 수 있는

different from ~과 다르다

coupon 쿠폰

museum 박물관

envelope 봉투

approve 승인하다

achieve 성취하다

mayor 시장

goal 목표

expand 확장하다

economic recession 경제 침체
fresh 신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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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02 [문장의 뼈대] 문장의 구성 성분
know 알다

in order to ~하기 위하여

if 만약 ~ 한다면

refinery 정화

project 프로젝트

wing 별관

the key to 명사: 명사에 대한 핵심

unavailable 이용할 수 없는

successful 성공적인

high-quality 고품질

view 관점

monitor 모니터, 감시하다

reason 이유, 근거

strongly 강력하게

traveler 여행객

recommend 추천하다

relationship 관계

festival 페스티벌

labor 노동

renew 갱신하다

management 관리

lease 임대하다

attend 참석하다

top 최고의

meeting 회의

priority 우선순위

economist 경제학자

improve 향상시키다

production 생산

skill 기술

method 방법

해설 명사

customer 고객

participant 참가자

discount 할인

decrease 줄이다

be located 위치하고 있다

due to ~ 때문에

businessmen businessman의 복수 사업가들

internship program 인턴십 프로그램

put an order 주문하다

workshop 워크숍

through ~을 통하여

opportunity 기회

announce 발표하다

in person 직접

discontinue 그만두다

flavor 맛

visit 방문하다

nutrition 영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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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03 [품사] 명사
Impressive 인상 깊은

expand 확장하다, 넓히다

routine 일상적인

motor show 모터쇼

for a while 잠시 동안

racing driver

fill out a survey 설문에 응하다
offer 제공하다
within ~ 이내에
on ~ 관하여
new system 새로운 시스템
application 지원서
accounting 회계
in person 직접
in an effort to do ~하기 위하여
productivity 생산성
purchase 구매하다
predict 예언하다
dairy goods 유제품
rise 상승, 오르다
publishing 출판사
exclusive 독점적인
because of ~때문에
financial 재정적인
orientation 오리엔테이션
explain 설명하다
lab 실험실
new hires 신입 사원

경주용 자동차 운전자, 레이싱 드라이버
share 공유하다
an effort to do ~하고자 하는 노력
bank 은행
social 사회적인
issue 문제, 화젯거리
low interest 낮은 이자율
balance 잔액
transfer 이동하다, 송금하다, 송금
account 계좌
charity 자선
bazaar 바자회
relief 경감, 구호
meet the deadline 마감 기한을 지키다
president 대표, 사장
continue 계속하다
rapid 신속한
sales 판매, 영업
volume 양
over ~ 보다
finance 재정
related 관련된
compliment A on B A를 B 때문에 칭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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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04 [품사] 대명사
have 시키다

indoor 실내의

attend 참석하다

activity 활동

instead of ~ 대신에

outdoors 실외의

present 참석한

hiring manager 고용 매니저

submit 제출하다

direct 지시하다

sales figures 판매 수치

confidential 기밀의

proposal 제안서

document 서류

simple 단순한

check 확인하다

have to ~해야만 한다

information 정보

finish 끝내다

return 반납하다

report 보고서

HR department 인사과

complete 완성하다

coworker 동료

project 프로젝트

expect 기대하다

lose–lost–lost 잃어버리다

win 이기다, 획득하다

wallet 지갑

among ~ 중에, 사이에

find–found–found 찾다

establish 확립하다

application 지원서

position 위치, 입지

review 검토하다

obtain 얻다, 획득하다

intern 인턴

certificate 자격증

be good at ~을 잘하다

distinguish 구별하다

Spanish 스페인어, 스페인의

accountant 회계사

type 타이핑하다

repair 수리하다

minute 회의록

old 오래된

prepare 준비하다

machine 기계

presentation 발표

purchase 구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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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지사, 분점

present 제시하다, 보여주다

already 이미, 벌써

Development team 개발팀

delay 지연하다, 뒤로 미루다

Sydney 시드니

owing to ~때문에

calories 칼로리

discount 할인

ingredient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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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05 [품사] 형용사
Bought (bring의 과거) 가져왔다

profitable 이익이 되는

item 상품

company manual 회사 매뉴얼

eliminate 제거하다, 없애다

familiarize 친숙하게 만들다

in spite of ~에도 불구하고

informative 유용한

economic downturn 경제 침체

informed 들어서 알고 있는

remain ~인 채로 남아있다

dress 입다

be dedicated to 헌신하다

appropriately 적절하게

wear 입다, 착용하다

except ~을 제외하고

name tag 이름표

fishermen 낚시꾼

first semester 첫 번째 분기

near ~의 근처의

lease 임대하다

reservoir 저수지

instead of ~을 대신하여

spring 봄

travelers 여행객

enjoyable 즐길만한, 즐거운

would like to ~하고 싶다

while in hotel 호텔에 머무는 동안에

throughout

the

region

그

걸쳐서
image 이미지
success 성공
field 분야
be eager to ~하기를 열망하다
patron 단골 손님
satisfied 만족스러운
refrigerator 냉장고
machine 기계
beverage 음료

지역

전역에

developed 개발된
during peak seasons 성수기 동안에
hire 고용하다
additional 추가의
cautious 경계하는
candidate 후보자
interview 인터뷰
authentic 진짜의
valuable 소중한
해설 candidate를
innovative 혁신적인

creative 독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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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catching 시선을 사로잡는

effort 노력

proofreading 교정

considerable 상당한

amount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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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06 [품사] 부사
professional 전문가

installation 설치

predict 예언하다

completed 완료된

successful 성공한

as you know 당신도 알다시피

technology 기술

competitive 경쟁력 있는

level 수준

trained 훈련된

suggest 제안하다

on ~에 관하여

develop 개발하다

how to use 이용하는 방법

state-of-the-art 최신식의

safely 안전하게

accessory 액세서리

technology - intensive system

ship 선적하다
case 통, 케이스
every week 매주
rental 임대의
due to ~때문에
temporarily 일시적으로
permanently 영원히
order 주문하다, 주문
immediately 즉시
already 이미
qualified 자격을 갖춘
attendee 참석자
nearly 거의

기술 집약적인 시스템
selling well 잘 팔리는
in the early days 초창기에
a number of 수많은
pharmaceutical companies 제약 회사
be known as ~로 알려지다
applicable 적용될 수 있는
directly 직접적으로
sign 서명하다
agreement 계약서
in order to ~하기 위하여
reduce 줄이다
operating cost 운영비

time off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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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07 [동사] 동사의 이해
review 검토하다

safety regulations 안전 규정

report 보고서

client 고객

submit 제출하다

regular customer 단골 고객

senior supervisor 고위 관리자

protective 보호의

outstanding 뛰어난

helmet 모자, 헬멧

performance 성과, 일

despite ~에도 불구하고

nominate 후보에 오르다

rumor 소문

it takes 시간 시간이 걸리다

rent 빌리다, 대여하다

almost 거의

check 확인하다

airport 공항

carefully 주의 깊게

fluent 능통한, 유창한

room 방

sales team 영업부서

result 결과

deal 거래

study 연구

product 상품

construction 건설

perfect 완벽한

local residents 지역 주민

revised 개정된

get 얻다

policy 정책

because of ~때문에

vacation 휴가

shortage 부족

plan 계획
manufacturer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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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08 [동사] 수일치
look for 찾다

hire 고용하다

travel agency 여행사

need 필요하다

upcoming 다가오는

sell 팔다

vacation 휴가

bean 콩 (coffee bean 원두)

lucky 행운의

as well as ~ ~뿐만 아니라

next 다음의

critical 중요한, 결정적인

purchase 구매 / 구매하다

new hires 신입사원

wear 입다

aware of ~대해 알고 있다

shirt 셔츠

regulations 규정

information 정보

accommodate 수용하다

supervisor 감독관, 상사

guest 손님

new 새로운

require 요구하다

plan 계획

term 조건, 용어, 학기

building 빌딩

loan 대출

responsibility 책임

without notice 통보 없이

construction 건설

promote 승진시키다

wing 별관

regional manager 지역 매니저

approve 승인하다

in recognition of ~을 인정하여

instead of ~ 대신에

contribution 공헌, 헌신

lease 임대하다

due to ~때문에

passenger 승객

inclement weather 악천후

arrive 도착하다

flight 비행

airport 공항

cancel 취소하다

at least 적어도

existing 기존의

departure 도착

economical 저렴한,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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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re 인수하다

secretary 비서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evaluation form 평가 양식서

be pleased to ~해서 기쁘다

various 다양한

announce 발표하다

festival 페스티벌

bonus 보너스

be held 개최되다

voter 유권자

park 주차하다

vote 투표하다

marked 표시된

presidential election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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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09 [동사] 시제
laptop 노트북

call back later 나중에 다시 전화하다

recently 최근에

recently 최근에

a lot of 수많은

on the east side 동쪽에

review 후기

join 가입하다, 들어가다

usually 대개

simple 단순한

emergency 긴급한

strategy 전략

right now 지금 당장

local 지역의

whole 전체의

important 중요한

overtime 초과 근무

presently 현재

last week 지난주

gym 체육관

bound for ~로 향하는

photographs 사진

coworker 동료

branch 지점

call 전화하다

manufacturer 제조업체

client 고객

advertising 광고

seatbelt 안전 벨트

walking 산책

currently 현재

announce 발표하다

midsummer 한여름

price 가격

festival 페스티벌

exist 존재하다

coming 다가오는

©2018 PUB.365 & 선승희

한글로 먼저 풀어보는 토익 엣지 입문 RC 단어노트

LESSON 10 [동사] 수동태
Airplane 비행기

chance 기회

early 일찍, 이른

from up close 가까이에서

cheap 저렴한

presentation 프레젠테이션

manual 설명서

pamphlet 팸플릿

German 독어

translate 번역하다

Japanese 일본어

customer 손님

while running 달리는 동안에

at all times 항상

researchers 연구가, 조사가

hardworking 생산직의

unexpected 예상치 못한

conference 컨퍼런스, 회의

director 부장, 임원

projector 프로젝터

satisfied 만족스러운

travel guide 여행 가이드

involved in 관련된

bring 가져오다

post office 우체국

bicycle 자전거

frequently 자주

immediately 즉시

work together 함께 일하다

every day 매일

Visitor 방문객
factory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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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11 [준동사] to부정사
fill out 작성하다

earnings 소득

questionnaire 설문지

substantial 상당한

strive to do ~하기 위해 노력하다, 애쓰다

shopper 쇼핑객

defective 결함 있는

renovation 보수

applicant 지원자

parking lot 주차장

dress 옷을 입다

meet 맞추다

appropriately 적절하게

deadlines 마감 기한

contractual 계약의

red light 빨간 불

details 세부사항

cartridge 카트리지

acquisition 인수

take over 떠맡다

launch 출시하다

predecessor 전임자

oven 오븐

participate in 참가하다

invitation 초대장

orientation 오리엔테이션

feel free to do 편하게 to do 하다

owner 주인

inconvenience 불편

consult 상담하다

be reluctant to do ~하기를 꺼리다

expert 전문가

due to ~때문에

president 대표, 사장

capital 자본

refrigerator 냉장고

be sold out 매진되다

library 도서관

quickly 빠르게

others 다른 사람들

bid 입찰
quarterly 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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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12 [준동사] 동명사
building 건물
create 창출한다.
enjoy 즐기다
task 작업, 일
acquisition 인수, 획득
acquire 얻다, 인수하다
certification 자격증
quit 그만두다
seriously 진지하게, 심각하게
busy 바쁜
presentation 발표
translate 번역하다
foreign 외국의
novel 소설
for a long time 장시간 동안
harmful 해로운
exercise 운동하다
regularly 규칙적으로
carefully 자세하게, 꼼꼼하게
manual 설명서
prior to ~하기 전에

dedicate 목적어 to 명사 / ~ing
: 목적어를 명사하는 데 바치다, 헌신하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maintain 유지하다
health 건강
physical 신체적인
checkup 검진, 검사
given task 주어진 과제
easily 쉽게
bad weather 안 좋은 날씨, 악천후
postpone 연기하다
roof 지붕
engine 엔진
recall 리콜하다
the rest of one’s life 여생
engineer 엔지니어, 기술자
coordination 협력
necessary 꼭 필요한
goal 목표
achieve 달성하다, 성취하다
skilled 숙련된

quality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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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13 [준동사] 분사, 분사구문
bore 지루하게 하다

include 포함하다

ship 배송하다

headquarters 본부

exchange 교환

cost 비용

bridge 다리

request 요청하다

be closed 폐쇄되다

within ~이내에

spot 장소, 지점

fence 담장

frequent 잦은, 빈번한

backyard 뒷마당

confuse 혼란스럽게 하다

run 달리다, (길 따위가) 뻗어있다

sudden 갑작스러운

lake 호수

traffic accident 교통사고

for a walk 산책

famous 유명한

items 상품

singer 가수

on the Internet 인터넷으로

honor 영광을 돌리다

non-refundable 환불이 불가능한

entire 전체의

consent 동의서

place 장소

immediate supervisor 직속 상관

traditional 전통적인

environmental 환경의

culture 문화

pollution 오염

attractions 관광 명소

timetable 일정표

discuss 토론하다

detail 자세히 설명하다

resolve 해결하다

graduate from 졸업하다

popularity 인기

cement 시멘트

show 공연

music 음악

extend 연장하다

paint 그리다

the end of the year 올해 말

wonderful 훌륭한

make sure 확실히 하다

work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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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14 [품사] 전치사
Stationery 문구점

survey 설문지

discount 할인

interest 관심

retirement 은퇴

open positions 빈자리, 공석

party 파티

General Hospital 종합병원

apologize 사과하다

sign 표지판

accident 사고

post 게시하다

during the construction 공사 중에

along ~을 따라

Foot and mouth disease 구제역

once 일단 ~ 한 후에

occur 발생하다

have 목적어 p.p. ~되게 시키다

safe 안전한

trial 시범, 시험

use 사용

access 접근

machine 기계

be located 위치하고 있다

be held 열리다, 개최되다

post office 우체국

commute 통근하다

loan 대출

early 이른, 이르게

interest 이자

left (leave의 과거) 떠났다

rise 오르다

customer service center 고객 만족 센터

poor 저조한, 좋지 않은

be located 위치해 있다

ticket sales 티켓 판매

department store 백화점

screen 상영하다

cooking classes 요리 수업

extended 연장된

classroom 교실

period 기간

corridor 복도

visit 방문하다

train station 기차역

client 고객

right after ~ 직후에

employment 고용

submit 제출하다

contract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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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ve 휴가

available 이용 가능한

refunds 환불

purchase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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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15 [품사] 접속사
apply for 신청하다, 지원하다

venue 위치, 장소

passport 여권

secretary 비서

travel overseas 해외여행 하다

see if ~인지 아닌지 알아보다

get up 일어나다

available 이용 가능한, 한가한

catch 타다, 잡다

major in 전공하다

price 가격

English 영문학

affordable 저렴한

copy paper 복사용지

sell 팔리다

office supplies 사무용품

decide 결정한다

escalator 에스컬레이터

near 근처의

install 설치하다

climb 등산하다, 오르다

convenient 편리한

recommend 추천하다

shipping cost 운송비

take 가져가다

depend on ~에 의존하다

cucumber 오이

wonder 궁금하다

simple 단순한

seminar 세미나

secure 안전한

series 시리즈

lock 자물쇠

environment 환경

order 주문하다

protection 보호

guarantee 보장하다

be reimbursed for 상환받다, 돌려받다

same day delivery 당일 배송

travel expense 여행 경비

enter 들어가다

actual 사실상, 실제의

university 대학교

receipt 영수증

plan to ~할 계획이다

arrive 도착하다

inform 알려주다

on time 제시간에

workshop 워크숍

suddenly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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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down 고장 나다

be good at ~을 잘하다

hire 고용하다

last 마지막의

recruit 고용하다

turn off 끄다

talented 재능 있는, 능력 있는

power 전원, 전력

applicant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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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16 [품사] 관계사
publishing 출판사

go on a business trip 출장 가다

editor 편집자

attack 공격

Job fairs 직업 박람회

keynote speaker 기조 연설가

provide 공급하다

direct 안내하다

opportunity 기회

present 발표하다

job seeker 구직자

reception desk 접수처, 접수 데스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단체

work for ~에서 일하다

aim 목적

famous for ~로 유명하다

protect 보호하다

marketing 마케팅

global 전 세계의

achievement 성과

take a lecture 강의를 수강하다

outstanding 뛰어난

recommend 추천하다

air-conditioner 에어컨

author 작가

delivery 배달

interview 인터뷰하다

due 날짜/시각 (기한이) ~이다

prepare 준비하다

successful 성공한, 성공적인

financial 재정적인

quickly 빠르게

expert 전문가

notice 알아채다

impressive 인상 깊은

apply for 지원하다

trade forum 무역 포럼

location 지점, 지사

out of stock 품절된

around the globe 전 세계에

assistant 보조자, 비서

size 크기

exactly 정확하게

need 필요하다

instruct 지시하다

restructure 구조조정을 하다

house 집

developer 개발자

former 이전의

succeed in ~에 성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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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g 약

launch 출시

liver 간

postpone 연기하다, 뒤로 미루다

nobody 아무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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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17 문법별 파트 6 전략
make sure to do / that 주어 + 동사
: ~하는 것을 확실히 하다

patience 인내심

messaging 메시지 발송

security 안전

app 어플리케이션

excellent 훌륭한 아주 좋은

starting ~부터

reputation 평판 명성

join 가입하다

innovative 혁신적인

join in on the fun 즐거움에 동참하다
coming 다가오는

be proud to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venue 장소

place a call 전화를 걸다

announce 발표하다

distance 거리

available 이용가능한

neither A nor B A, B 둘 다 아니다

retail store 소매점

unknown 미지의 모르는

starting ~부터

whole 전체의

crystal clear 수정처럼 맑은

parking lot 주차장

elegant 우아한

at the latest 늦어도

compete against ~와 대항하여 경쟁하다

function 기능하다, 기능
thoroughly 철저하게
yet (부정문에서) 아직도

tradition 전통
originality 독창성

be held 개최되다

price 가격을 책정하다

it takes 시간 시간이 걸리다

all day 하루종일
charge 요금
per ~ 당
include 포함하다
transportation 교통

perform 수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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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18 Single Passage 질문 유형 1
maintenance 유지 보수

select 선택하다

available 이용 가능한

set a date 날짜를 정하다

entranceway 입구

have a great time 좋은 시간을 보내다

stairwell (건물의) 계단을 포함하는

on your trip 당신의 여행에

수직의 공간, 계단통

continue 계속하다

be in trouble 곤경에 빠지다

director 부장

few 거의 없는

visit 방문하다

contribute 기부하다

In order to ~하기 위하여

a little 약간

impression 인상

fond 좋아하는

request 요구사항

donation 기부

dress 입다

the latest 가장 최신의

appropriately 적절하게

contain 담다 포함하다

manual 설명서

detailed 자세한

explain 설명하다

view 관점 시야 사진

dress code 의복 규정

as you requested 당신이 원한 대로
immediately 바로 옆에, 즉시
treat 접대하다
free 무료의
beverage 음료
for free 무료로
book 예약하다
at least 적어도
positive 긍정적인
comment 의견

clean up 청소하다
opportunity 기회
in order 순서대로
meet & greet events 환영식
Be ready to ~할 준비가 되어 있다.
give a short summary 요약해서 말하다
current 현재의
if you are asked. 질문을 받으면
confidence 자신감 present 참석한
receive 받다

randomly 무작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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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rage 음료

Human Resources team 인사팀

up to ~까지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empty 빈, 비어있는

focus on 초점 맞추다

glass 유리

In addition to 명사, 명사뿐만 아니라

plastic 플라스틱

be prepared to ~를 준비하라

bottle 병

attitude 태도

In addition 게다가, ~ 뿐만 아니라

find out 알아내다

bring 가져오다, 데려오다

if ~인지 아닌지

recycling 재활용

along with ~와 함께

run 운영하다, 진행하다

review 검토하다

through April 4월 동안에

apply for 지원하다

protect 보호하다

editing 편집

environment 환경

post 게시하다

latest deals 가장 최근 거래, 현황

thoroughly 꼼꼼하게, 철저하게

construction 건설

letters of recommendations 추천서

work 작업

assign 할당하다

amount 양

newly 새롭게

dust 먼지

renovated 개조된

in the air 공기 중에

convenient 편리한

due to ~때문에

five minute drive 운전해서 5분 거리

by the end of this month 이번 달 말까지

cupboards 찬장

access 접근하다

dishwasher 식기세척기

elevator 엘리베이터

pantry 식료품 저장소

back 뒤, 뒤편

Carpet 카페트

be kept free from ~로부터 자유롭다

feature ~을 특징으로 하다

inconvenience 불편함

closet 벽장

video chat 화상 채팅

separate 독립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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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htub 욕조

honest 정직한

welcome 환영하다

meal 끼니, 식사

located ~에 위치된

meat 고기

in the heart of ~의 중심부에

vegetable 채소

alike 똑같이

produced 생산된

craft 공예품을 만들다, 공들여 만들다

local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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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19 Single Passage 질문 유형 2
wonder 궁금하다

vegetarian 채식주의자

how is ~~ going? ~~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dishes 식사

let me know 나한테 알려주세요.

we’d better change that

as a matter of fact 사실
a bit of trouble 약간의 문제
workload 업무
experience 경험
field 분야
give me a hand 나를 도와주세요.
somewhat 다소, 약간
similar to ~과 유사한
How is your day looking?
요즘 당신의 일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꾸는 편이 좋겠다.
I’m on it 제가 할게요
appointment 약속
vegetarian-friendly 채식주의자 위주의
close to ~에 가까운
next door 옆집
famous for ~로 유명한
including ~을 포함하여
whenever ~할 때마다
a loyal customer 단골 고객

extra 여분의

past 지난

pretty 꽤, 다소, 약간

drop by 잠시 들르다

hectic 바쁜

put a smile on my face

take over 떠맡다, 인수하다
paperwork 서류 업무
handle 다루다
I’m on it. 그렇게 하겠습니다.
landed in ~에 도착하다
itinerary 여행일정표
realize 깨닫다
without ~없이
diet 식단
restriction 제한, 제약 조건

나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다
afraid 두려운
on the way to work 출근길에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receipt 영수증
give back 돌려주다
apologize 사과하다, 용서를 구하다
refund 환불
extra 여분의
ended up ~ing 결국 ~ing 하게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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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er 방해하다, 짜증 나게 하다

a hundred 백의, 백명의

alert 경고하다

single 하나의

response 응답, 대답

even 심지어

would like to ~하고 싶다

competition 경쟁

wonderful 훌륭한

attention 주의, 관심

go on the trip 여행 가다

strong points 장점

reward 보상

in a logical order 논리적 순서대로

performance 업무

grasp 사로잡다

expectation 기대

Additionally 더욱이, ~뿐 아니라

meet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summary 요약본

criteria criterion의 복수 기준, 표준

at the top 상단에, 꼭대기에

knowledgeable 박식한

assume 가정하다, 떠맡다

behind ~의 뒤에

imperfection 결점

reach out 연락하다

enlist the help of ~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nearby 근처의

acquaintance 지인

take charge of 책임지고 있다.

proofread 교정하다

summary 요약본

master 완성된

pros and cons 장단점

slightly 약간

quotation 견적서, 인용문

Tailor 맞추다, 조정하다

take 취하다, 받아들이다

terminology 용어

contact 연락하다

detailed 자세한

attachment 첨부

tasting event 시음회

look forward to 기대하다

icing 설탕옷

saying 속담

completely 완전히

won’t will not의 줄임말

lost loose의 과거 잃어버리다

when it comes to ~에 대해 말하자면

original 원래의, 원형의

résumé 이력서

crushed 찌그러진, 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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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y 쟁반

well-equipped 잘 갖춰진

stacked 쌓여진

suited for ~과 어울리는

compromise 타협하다, 손상시키다

as smoothly as possible 가능한 한 부드럽게

be responsible for ~에 대해 책임지다

range from A to B

at this time of the year 올해의 지금 시점

maximum of 최대치

benefit 이득이다
give me a refund 나에게 환불해주다
instead of ~을 대신하여
replace 대체하다
scenic 멋진, 풍경이 좋은
view 장면

A에서 B에 걸쳐 범위가 주어진다

satisfy 만족시키다
even 심지어
particular 특별한
taste buds 미뢰, 맛 봉오리
have access to ~을 이용할 수 있다.
state-of-the-art 최신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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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20 Double Passage & Triple Passage
complimentary 무료의

financial 재정적인

loyal customer 단골 고객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appreciation 감사

host 개최

randomly 무작위로

semi-final game 준결승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당신이 편하실

city officials 공무원

때
in person 직접
look for 찾다
smart 똑똑한
friendly 친근한
hard-working 열심히 일하는
duties 해야 할 일
arrange 정리 정돈 하다
maintain 유지하다, 보수하다
facilities (facility의 복수) 시설물
baked goods 제과 제빵 제품
introduction manual 소개 책자
in-person 직접
Overtime 근무시간 외 업무
pay 월급, 지불하다
process 진행, 과정
look forward to 기대하다
Repair 수리, 보수
operate 운영하다
go through 경험하다, 겪다

venue 장소
be ready to ~할 준비가 되어있다
accommodate 수용하다
final game 결승전
extremely 극도로
popular 인기있는
Reserved seating only 지정석만
play against ~와 경기하다
match 경기
hold a contest 컨테스트를 개최하다
issue (잡지의) 호
along with ~와 함께
front cover 전면
reader 독자
secret 비밀
hold 잡다, 안다
play with 함께 놀다
relationship 관계
accept 수락하다, 받다
announce 발표하다

renovation 보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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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 받다

click 클릭하다

wonderful 훌륭한

vote 투표하다

so ~ that 너무 ~해서 ~ 하다

winner 승자

on one’s own ~ 혼자, 스스로

bring 가져오다

Instead 대신에

introduce 소개하다

favorite 좋아하는

dedicated 헌신적인

below 아래에

perfect 완벽한

view 보다

pair 한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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