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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레벨테스트 <어휘> 

1.  This  virus  attacks  specific  cells  in  the  body.

(A)  special (B)  particular

(C)  viral (D)  bodily

<해석>  이 바이러스는 체내의 특정한 세포들을 공격한다. 

<어휘>  specific  a.  특정한  particular  a.  특정한  viral  a.  바이러스성의  bodily  a.  신체의 

2.  There  is  still  no  valid  research  that  supports  your  theory. 

(A)  groundless (B)  specious

(C)  sound (D)  actual

<해석>  당신의 이론을 뒷받침할 타당한 연구는 아직 없다. 

<어휘>  valid  a. 타당한, 근거 있는  groundless  a. 근거 없는  specious  a. 허울 좋은, 그럴 듯한 
            sound  a.  타당한,  믿을 만한  actual  a.  실제의,  사실상의 

3.  We  had  to  call  off  the  sale  because  the  items  didn’t  arrive  on  time.

(A)  phone (B)  cancel

(C)  visit (D)  choose

<해석>  물품들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판매를 취소해야 했다.

<어휘>  call  off  ~을 취소하다,  철회하다  cancel  v.  취소하다  visit  v.  방문하다 

4.  For  those  who  first  come  to  America,  New  York  is  the  most  intimidating  place  in  the 

country.

  (A)  exciting (B)  secretive

  (C)  frightening (D)  promising

<해석>  미국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뉴욕은 그 나라(미국)에서 가장 겁나는 곳이다.   

<어휘>  intimidating  a.  겁나는,  겁을 주는  secretive  a.  숨기는  frightening  a.  겁나는 
              promising  a.  유망한 

5.  Many  of  his  colleagues  eventually  agreed  that  Einstein’s  theory  was  tenable. 

(A)  tenuous (B)  warrantable

(C)  redundant (D)  tolerable

<해석>  그의 많은 동료들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지지될 수 있다는 것에 결국 동의했다.   

<어휘>  tenable  a.  지지할 수 있는,  옹호될 수 있는   tenuous  a.  미약한,  보잘것없는 
              warrantable  a.  장담할 수 있는,  보증할 수 있는;  정당한
              redundant  a.  불필요한,  쓸모없는  tolerable  a.  참을 수 있는,  견딜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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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  making  the  final  decision,  each  applicant’s  age,  health  condition,  and  job  experience 

are  taken  into  account.

(A)  numbered (B)  stabilized

(C)  contrasted (D)  considered

<해석> 최종 결정을 내릴 때는, 각각의 지원자들의 나이, 건강 상태, 그리고 업무 경험이 고려된
다. 

<어휘>  taken  into  account  ~을 고려하다  stabilize  v.  안정시키다  contrast  v.  대비시키다 

7.  Top  economic  policymakers  are  finding  themselves  trapped  between  mounting  public 

criticism  over  the  government’s  lukewarm  response  to  the  Kia  Group  crisis  and  World 

Trade  Organization  rules  banning  subsidies  to  private  enterprises. 

  (A)  mutinous (B)  supportive

  (C)  halfhearted (D)  reinforced

<해석> 최고위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기아그룹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열의 없는(미온적) 대응으로 
커져가는 여론의 비난과 사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들
사이에서 궁지에 빠져 있다. 

<어휘>  lukewarm  a.  열의 없는,  미온적인  mutinous  a.  반항하는,  반항적인
              supportive  a.  지원하는,  도와주는  halfhearted  a.  열성이 없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reinforced  a.  보강된,  강화된 

8.  The  Foreign  Ministry  said  it  expected  Russia  abide  by  the  provisions  in  the  trade  treaty.

  (A)  put  aside (B)  bear  down  on

  (C)  adhere  to (D)  give  birth  to

<해석>  외무부는 러시아가 통상조약의 조항들을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어휘>  abide  by  ~을 따르다,  준수하다  put  aside  ~을 무시하다,  제쳐놓다 
              bear  down  on  ~을 향해 돌진하다  adhere  to  ~을 지키다,  고수하다 
              give  birth  to  ~를 낳다 

9.  On  the  last  stage  of  our  journey  the  scenery  altered  dramatically. 

(A)  changed (B)  alienated

(C)  remained (D)  altercated

<해석>  우리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풍경이 극적으로 변했다.

<어휘>  altered  v.  변하다,  달라지다  alienate  v.  멀리하다,  소원하게 하다 
              remain  v.  남다,  남아 있다  altercate  v.  언쟁하다,  격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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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hat’s  wrong  with  Ben?  He  seems  to  be  on  the  edge  about  something  this  morning.

(A)  nearby (B)  bored

(C)  nervous (D)  serious

<해석>  Ben한테 무슨 일이 있니?  오늘 아침에 그는 무언가에 대해 긴장한 것처럼 보였어. 

<어휘>  nearby  a. 인근의  bored  a. 지루해 하는  nervous  a. 긴장한, 초조한  serious  a. 심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