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s Mission                                                 정일현 영어
 

v Today's Words                                                       12월 15일

No English Korean No English Korean

1 detrimental  해로운, 불리한 11 encompass  내포하다, 망라하다

2 extract  추출하다 12 predicament  곤경

3 splendid  멋진, 장엄한 13 depredate  약탈하다

4 treat  다루다, 대접하다, 치료하다 14 tricky  교활한, 어려운

5 cumbersome  다루기 힘든 15 equivocal  불분명한

6 competent  능력있는, 유능한 16 identify  동일시하다

7 illustration  실례, 예증 17 pitfall  함정

8 gullible  잘 속는 18 remedy  치료, 구제책

9 recommend  추천하다 19 unreserved  솔직한, 숨김없는

10 vestige  자취, 흔적 20 transient  덧없는, 무상한

v 필수 Idiom

No English  Korean No 예 문

1 cut corners  질러가다, 절약하다 ➊ In this business age cutting corners is often a 
path to quick success. 1)

2 play it by ear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다 ➋ Let's play it by ear tomorrow and decide on 
the time. 2)

3 zero in on  ..에 초점을 맞추다, 열중하다 ➌ I would like to zero in on another important 
point. 3)

4 hold water  이치에 맞다 ➍ This argument simply cannot hold water in 
Europe. 4)

5 out in left field  완전히 색다른, 이상한 5) ➎ If you have an idea that seems a little out in 
left field, don't let that stop you from trying it. 

v Examples 

➊ The museum displays a splendid collection of ceramics from around the world. 1)

➋ He is competent to do the task. 2)

➌ Doctors often recommend eating at least one serving of fruit a day. 3)

➍ A lot of the tricky questions that you see on your math exams can actually help you solve a problem   
   in real life.  4)

➎ He placed unreservedly all the data he has collected at the disposal of a friend. 5)

v Today's Grammar -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바로잡으시오.

➊ Among yesterday's distinguished guests were Mr. Green. 1) 

➋ Saying goodbye to him, and I left his home. 2)  

➌ He had hardly left home than a bolt of lightning struck. 3) 

➍ It is about time I will go and feed my cat. 4) 

➎ She demanded the man to carry the boxes in the office. 5) 



일일테스트- 12월 15일 [정일현 영어]                                   

 v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

In most offices, the boss's biggest pet peeve is 
employees who are lazy and always ① complain 
everything. They are unable ② to meet deadlines, 
③ making the whole division ④ look bad. 1) 

2.

 In the 1920s there ① was widespread concern 
over the increasing influence of movies. At 
that time, movies were a new medium and 
were becoming ② increasingly popular, 
especially after World War I. ③ During an 
incredibly short period - less than two decades 
- movies evolved from a ④ merely novelty to 
a major form of family entertainment. 2)  

3. 다음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allows 
people                              . 3) 

① connecting to whom they want where they 
are

② connecting to whomever they want 
wherever they are

③ to connect to whomever they want 
wherever they are

④ to connect to whom they want wherever 
they are

4. 어법상 적절한 문장을 고르시오.

① I was told that I had a terrible voice, so I 
stopped to sing.  

② Would you mind to spend some time 
talking to me after the class? 4)

③ It takes courage to dive into the sea from 

a high cliff.
④ I often forget locking the door before 

leaving the house.

5.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① 그 가방은 너무 무거워서 내가 들어 올릴 

수 없었다.  

→ The bag was too heavy for me to lift it.
② 그녀가 너무 꼴불견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 So ridiculous did she look that everybody 
burst out laughing. 5)

③ 그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이 목격되었다.

→ He was seen to come out of the house.
④ 나는 저 아이를 재울 수가 없다.

→ I can't get that child to go to bed.

6. 주어진 글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ll inquiries must be accompanied by 
reasonable doubt. No scientific fact can be 
known with 100 percent certainty. 6)  

(A) So, most people, when they drive a car 
cross a bridge, do not actively consider that 
the bridge might collapse. It is a known 
fact that well-maintained bridges are safe. 

(B) For example, bridge engineering is a 
practical discipline derived from a scientific 
foundation in fields, such as physics and 
metallurgy. 

(C) Yet in the summer of 2007, a bridge in 
Minneapolis－St. Paul collapsed. This event 
consequently led to further research into 
building safer bridges.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출제예감 어휘정복 [12월 15일]                                           정일현 영어

v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

01.

Although many do believe it should be part of compulsory education, there 
are those who believe students don't need to participate in physical 
activity. 1)

① omissive ② mandatory
③ hackneyed  ④ vulgar  
 

02.

Having U.S. citizens in the family has become something of a political 
liability for public figures in Korea.  2)

① indebtedness ② impairment
③ viability ④ hortation

03.

The expanded ban on smoking is also pivotal to protect nonsmokers from 
secondhand smoking.  3)

① impending ② aggressive
③ crucial ④ paltry

04.

In those times, most Koreans were nescient, because they did not have the 
money or time to learn the difficult Chinese characters. 4) 

① illiterate ② corpulent
③ capricious ④ staid

05.

The workers were about to go on strike, but at the eleventh hour they 
reached an agreement with the company. 5)

➀ on the safe side ➁ on cloud nine 
➂ without a hitch ➃ at the last minute

v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06.

The issue with plastic bottles is that they’re not             , so when 
the temperatures begin to rise, your water will also heat up. (20-지방직-9급)

① sanitary ② insulated  6)

③ recyclable ④ waterproof 



  Today's Mission                                                 정일현 영어
      advance 발전, 전진; 발전하다

4) [정답] because
[해석] TV에는 질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켜 준다.
[해설] because +주어 +동사// because of + 명사(구)

5) [정답] those
[해석] 사람들은 흔히 책이 너무 비싸다고 불평하는데, 책값은 다른 물건만큼 오르지 않았다.
[해설] ‘as ~ as'의 원급비교 문장에서 비교 대상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책의 가격을 다른 물건의 가격과 비교하기 때문

에 other commodities가 아니라 those of other commodities로 써야 옳다. 이때, those는 명사인 prices를 대
신하는 지시대명사이다.

6) [정답] used
[해석] 과거에 꽤 많은 사람들이 거울이 깨지면 반드시 재앙이 닥친다고 믿었었다. 
[해설] ‘~하곤했다’의 표현에 be동사는 들어가면 안된다.
       be used to Ⓡ ' ~에 이용되다‘ 

7) [정답] neither
[해석] 실수는 우리가 불평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해설] neither A nor B :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what : 관계대명사

8) [정답] than
[해석] 나는 여기서 그런 위험과 공포 속에서 잘 먹기보다는 차라리 시골의 내 옛 집에 머물면서 빵과 감자로 된 초라한 

식사를 하겠다.  
[해설] [would rather A than B] 'A라기 보다는 B이다‘의 표현이다.

9) [정답] where
[해석]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어려움들은 그/ 그녀가 살고 있는 국가의 언어를 말하는 개인의 능력과 대개 관련이 있다.
[해설] 관계사 뒤에 오는 말에 주목한다.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the country를 선행사로 하여 

관계부사 where가 쓰인 문장이다.
[어휘] difficulty 어려움 be related to ~와 관련이 있다.

10) [정답] Whoever  
[해석] 지식 자체가 권력인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정보를 잘 얻을 것 같은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에서 성공할 것 같다.
[해설] 글의 흐름상 ‘누구든지’가 적절하다.



Daily Vocabulary(A)  범위 : 1-3 // Test 12-3-2

정 일 현 영어 12 월 15 일

NO ENGLISH KOREAN NO ENGLISH KOREAN

1 complex  복잡한, 복합체의, 복합체 36 religious  종교적인

2 deteriorate  손상시키다 37 obligation  의무, 책임, 구속

3 nowadays  오늘날, 요즈음, 현재, 현대 38 misplace  잘못 두다　

4 commemorate  축하하다, 기념하다 39 shrewd  기민한, 빈틈없는, 영리한

5 benign  상냥한, 유순한 40 resident  주민, 거주하는, 내재하는 

6 belligerent  호전적인 41 elaborate  공들인, 정교한

7 public  공공의, 공적인, 공개의, 대중 42 add to  ~를 증가시키다

8 paltry  하찮은, 보잘 것 없는 43 concoct  날조하다, 꾸미다

9 quality  품질, 특성, 양질, 질 좋은 44 former  이전의, 전자의

10 divulge  누설하다, 폭로하다 45 exculpate  무죄로 하다

11 elect  선출하다, 뽑다 46 improve  개선하다, 향상시키다 

12 indemnify  보상하다, 배상하다 47 placate  달래다, 진정시키다

13 direct  지시하다, 직접적인 48 attractive  매력적인

14 contemplate  숙고하다 49 abstruse  난해한, 심오한

15 perception  인식 50 tackle  문제를 다루다; 도구, 태클

16 property  재산, 특성 51 supplicate  간청하다, 애원하다

17 defy  거부하다 52 predator  육식 동물, 약탈자

18 heedful  주의 깊은 53 complicated  복잡한

19 urban  도시의 54 demolish  파괴하다, 폐지하다

20 frigid  쌀쌀맞은, 무뚝뚝한 55 withstand  저항하다, 버티다

21 according to  ~에 따르면 56 article  기사, 항목, 물품, 조항,

22 without reserve  솔직하게, 숨김없이 57 refrain from  ..를 삼가다

23 construct  건설하다 58 block  토막, 구역, 돌덩이, 막다

24 be prone to  ..하는 경향이 있다 59 get even with  ..에게 보복하다

25 weigh  무게가 나가다, 무게를 재다 60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놀라운

26 look on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61 asset  자산, 재산

27 overcome  압도[정복/극복]하다 62 piece  조각, 일부, 점, 조각, 작품

28 malicious  적의 있는, 악의가 있는 63 conviction  확신, 유죄 판결

29 historic  역사적인, 역사적으로 중요한 64 architecture  건축

30 conspicuous  명백한, 뚜렷한 65 monument  기념비, 기념물

31 impress  감명[깊은 인상]을 주다 66 entrance  입구, 입장, 입장료

32 impudent  무례한 67 forfeit  상실하다, 몰수당하다 

33 benefit  혜택, 이점, 이득을 얻다 68 synthetic  합성의

34 volatile  변덕스러운, 변하기 쉬운 69 bring home the bacon  생활비를 벌다

35 demonstrate  증명하다, 나타내다 70 accomodate  수용하다, 숙박시키다　



Daily Vocabulary(B)  범위 : 1-3 // Test 12-3-2

정 일 현 영어 12 월 15 일

NO ENGLISH KOREAN NO ENGLISH KOREAN

1 detachment  무심함, 초월 36 hit the spot  만족시키다, 더할 나위 없다

2 malicious  적의 있는, 악의가 있는 37 conspicuous  명백한, 뚜렷한 

3 enervate  약화시키다 38 by leaps and bounds  급속도로, 일사천리로

4 manifest  명백한 39 dissonant  조화되지 않는

5 colossal  거대한, 어마어마한 40 exclusive  배타적인, 독점의

6 onerous  귀찮은, 성가신, 부담이 되는 41 ravishing  황홀하게 하는, 넋을 빼놓는

7 paramount  가장 중요한 42 epitomize  요약하다

8 intricate  복잡한, 난해한 43 avertable  피할 수 있는  

9 absolve  용서하다 44 reciprocal  상호간의

10 impudent  무례한 45 volatile  변덕스러운, 변하기 쉬운 

11 whimsical  변덕스러운 46 subvert  전복하다, 파괴하다

12 obnoxious  비위 상하는, 불쾌한 47 impulsive  충동적인

13 supplicate  탄원하다 48 intrepid  용감한, 대담한

14 improvised  즉흥적인 49 monotonous  단조로운

15 opulent  부유한, 풍부한 50 ennui  권태, 지루함

16 imprudent  경솔한 51 indigenous  토착의, 지역 고유의

17 concession  양보 52 wet behind the ears  미숙한, 풋내기의

18 bring home the bacon  생활비를 벌다 53 capitulate  항복하다

19 revel  흥청망청하다 54 antagonistic  적대적인

20 set up  차리다, 설치하다 55 forestall  비축하다, 사재기하다

21 agitation  동요, 혼란 56 nominate  지명하다, 임명하다

22 fall behind  뒤지다 57 assess  평가하다

23 transcend  초월하다, 능가하다 58 fortitude  용기, 인내

24 catch up with  따라잡다 59 forfeit  상실하다, 박탈(몰수)당하다 

25 breach  위반, 불이행 60 take no stock in  ..을 믿지 않다, 무관심하다

26 prune  제거하다, 잘라내다 61 sordid  더러운, 지저분한

27 be made redundant  해고당하다 62 commence  시작하다

28 replenish  다시 채우다, 보충하다 63 keep a wide berth  ..을 멀리하다

29 benediction  축복 64 outrageous  포악한, 터무니없는

30 get stabbed in the back  배반당하다 65 take its toll on  ~에 손해를 끼치다

31 profound  심오한 66 in demand  수요가 있는

32 consolidate  통합시키다, 강화시키다 67 grumble  불평하다

33 petrified  아연실색한, 겁먹은 68 rumor has it that..  ..라는 소문이 있다

34 gallant  용감한 69 abstruse  난해한, 심오한

35 fallacious  불합리한, 그릇된 70 scurry  종종걸음으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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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NGLISH KOREAN NO ENGLISH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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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ntricate  복잡한, 난해한 43 avertable  피할 수 있는  

9 absolve  용서하다 44 reciprocal  상호간의

10 impudent  무례한 45 volatile  변덕스러운, 변하기 쉬운 

11 whimsical  변덕스러운 46 subvert  전복하다, 파괴하다

12 obnoxious  비위 상하는, 불쾌한 47 impulsive  충동적인

13 supplicate  탄원하다 48 intrepid  용감한, 대담한

14 improvised  즉흥적인 49 monotonous  단조로운

15 opulent  부유한, 풍부한 50 ennui  권태, 지루함

16 imprudent  경솔한 51 indigenous  토착의, 지역 고유의

17 concession  양보 52 wet behind the ears  미숙한, 풋내기의

18 bring home the bacon  생활비를 벌다 53 capitulate  항복하다

19 revel  흥청망청하다 54 antagonistic  적대적인

20 set up  차리다, 설치하다 55 forestall  비축하다, 사재기하다

21 agitation  동요, 혼란 56 nominate  지명하다, 임명하다

22 fall behind  뒤지다 57 assess  평가하다

23 transcend  초월하다, 능가하다 58 fortitude  용기, 인내

24 catch up with  따라잡다 59 forfeit  상실하다, 박탈(몰수)당하다 

25 breach  위반, 불이행 60 take no stock in  ..을 믿지 않다, 무관심하다

26 prune  제거하다, 잘라내다 61 sordid  더러운, 지저분한

27 be made redundant  해고당하다 62 commence  시작하다

28 replenish  다시 채우다, 보충하다 63 keep a wide berth  ..을 멀리하다

29 benediction  축복 64 outrageous  포악한, 터무니없는

30 get stabbed in the back  배반당하다 65 take its toll on  ~에 손해를 끼치다

31 profound  심오한 66 in demand  수요가 있는

32 consolidate  통합시키다, 강화시키다 67 grumble  불평하다

33 petrified  아연실색한, 겁먹은 68 rumor has it that..  ..라는 소문이 있다

34 gallant  용감한 69 abstruse  난해한, 심오한

35 fallacious  불합리한, 그릇된 70 scurry  종종걸음으로 가다


	공시고고-12월15일.pdf
	일테-2385.pdf
	today's mission-577.pdf
	단어테스트-12-3-2(A).pdf
	단어테스트-12-3-2(B) (1).pdf
	단어테스트-12-3-2(B)-테 (2).pdf
	단어테스트-12-3-2(B) (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