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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영어 개정교육
실용영어 I : 숙어편

ex> According to his words, the rumer seemed to be true.
    è 그의 말에 의하면, 그 소문은 사실인 것 같았다

ex> You have to account for your absence.
    è 당신은 당신의 결석을 설명해야만 한다.

ex> After all, he accomplished his goals.
    è 결국, 그는 그의 목표들을 성취했다.

ex> He didn’t agree with me at all.
    è 그는 전혀 나에게 동의하지 않았다.

ex> All at once, it began to rain.
    è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ex> We discussed everything — when to go, what to see and so on.
    è 우리는 모든 것을 논의했다. 언제 갈 건지, 뭘 볼 건지 등등을

ex> He will apply for the scholarship.
    è 그는 장학금을 받기위해 지원할 것이다.

 1. above all (= first of all) : 무엇보다도, 우선
 2. according to : ~에 의하면, ~에 따르면
 3. account for : 설명하다, (비율을) 차지하다
 4. after all (= at last, in the end, finally) : 결국, 마침내
 5. agree with + 사람 : ~에게 동의하다
 6. all at once (= all of a sudden, on a sudden, suddenly) : 갑자기
 7. and so on (= and so forth, etc.) : 기타 등등, ~따위
 8. anything but (= never) : 결코 ~이 아닌
 9. nothing but (= only) : 단지
10. apply for : ~에 지원하다, 신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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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This problem doesn’t apply to all cases.
    è 이 문제는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지 않는다.

ex> As a matter of fact, you are wrong.
    è 사실, 너는 틀렸다.

ex> As a rule, he gets up late.
    è 대체로, 그는 늦게 일어난다.

ex> He is, as it were, a gentleman.
    è 그는, 말하자면, 신사이다.

ex> I can give you three dollars at most.
    è 나는 기껏해야 너에게 3달러를 줄 수 있다.

ex> He has spent at least 5 dollars.
    è 그는 적어도 5달러를 썼다.

ex> You have to do it at once.
    è 너는 즉시 그것을 해야 한다.

11. apply to : ~에 적용되다
12. as a matter of fact (= in fact, actually) : 사실상, 실제로
13. as a rule (= on the whole, usually) : 대체로, 대개
14. as it were (= so to speak) : 말하자면, 소위
15. at best (= at most) : 기껏해야, 잘해봐야
16. at first hand (= directly) : 직접적으로
17. at second hand (= indirectly) : 간접적으로
18. at hand (=near) : 지척에, 가까이에
19. at least (= not less than) : 적어도, 최소한
20. at once (= immediately, right away, at the same time) : 즉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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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In my school days, I used to read books at random.
    è 나의 학창시절에, 나는 무작위로 책을 읽곤 했다.

ex> Please attend to what I say.
    è 내가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ex> He seems to be well off these days.
    è 그는 요즘에 부유해 보인다.

ex> The moon is about to rise.
    è 달이 막 뜨려고 한다.

ex> She is not accustomed to speaking in public.
    è 그녀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ex> He is anxious about her health.
    è 그는 그녀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ex> The flight is delayed due to bad weather.
    è 그 비행기는 악천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ex> He is due to arrive at six.
    è 그는 6시에 도착할 예정이다.

ex> He is good at dancing.
    è 그는 춤을 잘 춘다.

ex> He is poor at swimming.
    è 그는 수영을 잘 못한다.
 

21. at random : 무작위로, 임의로
22. attend on (= wait on, serve) : 시중들다
23. attend to~ (= pay attention to, be attentive to) : ~에 주의를 기울이다
24. be well off (be better off) : (경제적으로)유복하다, 풍족하다
25. be about to + R (= be just going to) : 막 ~하려고 하다
26. be accustomed to + ~ing (= be used to ) : ~하는 것에 익숙하다
27. be anxious about~ : ~에 대해 걱정하다
28. due to~ (= because of, owing to) : ~ 때문에, ~로 인하여
29. be due to + R : ~할 예정이다
30. be good at~ (≠ be poor at~) : ~에 능하다, ~을 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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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He is in charge of the library.
    è 그는 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다.

ex> You must bear his advice in mind.
    è 너는 그의 충고를 기억해야 한다.

ex> He will be here before long.
    è 그는 머지않아 여기에 올 것이다.

ex> I’m not concerned with the matter.
    è 나는 그 문제에 관심이 없다.

ex> She will not be likely to work in this company.
    è 그녀는 이 회사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ex> I am ready to start now.
    è 나는 지금 출발할 준비가 되어있다.

ex> I am tired of doing the same work.
    è 나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에 싫증이 난다.

ex> He looked completely tired out after the race.
    è 그는 경기 후에 완전히 지쳐 보였다.

31. be in charge of (= be responsible for) : ~을 책임지고 있다, ~을 맡고 있다
32. bear in mind (= learn by heart, remember, memorize) : 기억하다, 암기하다
33. before long (= pretty soon) : 머지않아, 곧
34. behind time (= late) : 시간에 늦은
35. belong to~ : ~에 속하다, ~의 것이다
36. be concerned with : ~에 관심을 가지다, ~와 관련이 있다
37. be likely to+R : ~할 것 같다, ~할 가능성이 있다
38. be ready to+R / be ready for+명사 : ~할 준비가 되다
39. be tired of (= be sick of) :~에 싫증이 나다, 지겨워하다
40. be tired out (= be exhausted) : 매우 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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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Two burglars broke into his house last night.
    è 두 명의 강도가 어제 밤에 그의 집에 침입했다.

ex> A big fire broke out in that building.
    è 큰 화재가 그 건물에서 발생했다.

ex> I heard that they had broken up.
    è 나는 그들이 헤어졌다고 들었다.

ex> Science has brought up many changes in our lives.
    è 과학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ex> She has brought up two children for herself.
    è 그녀는 혼자 힘으로 두 자녀를 양육했다.

ex> My sister burst into tears at the sad news.
    è 나의 여동생은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ex> It was discovered by accident.
    è 그것은 우연히 발견되었다.

ex> I will keep my promise by all means.
    è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킬 것이다.

ex> He is by nature an optimist.
    è 그는 원래 낙천주의자이다.

41. break into (= enter by force) : ~에 침입하다
42. break out (= occur suddenly) : (질병, 전쟁 등)발생하다, 발발하다
43. break up : 헤어지다, 해산시키다
44. bring about (= cause) : 발생시키다, 야기하다, 유발하다
45. bring up (= educate, rear) : 교육하다, 양육하다
46. burst into : 갑자기 시작하다
47. by accident (= by chance, accidentally) : 우연히, 사고로
48. by degrees (= gradually, little by little) : 점진적으로, 점점
49. by all means (= at all costs, certainly) : 어떤 일이 있어도
50. by nature (= naturally, innately) : 원래, 본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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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By the way, do you have anything to do?
    è 그런데, 너 할 일이 있니?

ex> The flight flew to New York by way of Tokyo.
    è 그 비행기는 도쿄를 경유하여 뉴욕으로 갔다.

ex> The meeting will be called off. 
    è 그 회의는 취소될 것이다.

ex> We carried on our discussion after lunch.
    è 우리는 점심식사 후에 우리의 토론을 계속했다.

ex> You must carry out the plan.
    è 당신은 그 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ex> He tried to catch up with her.
    è 그는 그녀를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했다.

ex> I came across a rare book.
    è 나는 우연히 희귀한 책을 발견했다.
 

51. by the way : 그런데, 그건 그렇고 (화제 전환 시)
52. by way of~ (= via) : ~을 경유하여, ~을 통해서
53. call for (= demand, require) : 요구하다
54. call off (= cancel) : 취소하다
55. call up : 전화하다
56. care for (= like, look after, take care of) : 좋아하다, 돌보다
57. carry on (= continue, manage) : 계속하다, 경영하다
58. carry out (= accomplish, execute) : 수행하다, 해내다
59. catch up with (= overtake, come up with) : ~을 따라가다, 따라잡다
60. come across (= happen to meet or find) : 우연히 마주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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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His dream came true at last.
    è 그의 꿈이 마침내 실현되었다.

ex> No book can compare  with the Bible.
    è 어떤 책도 성경과 비교할 수 없다.

ex> The committee consists of ten members.
    è 그 위원회는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 Don’t cut in while he is speaking.
    è 그가 말하는 동안 끼어들지 마세요.

ex> It is not easy to deal with children. 
    è 아이들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ex> I cannot distinguish him from his brother.
    è 나는 그와 그의 남동생을 구분할 수 없다.

ex> You must do away with your bad habit.
    è 너는 너의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

ex> We must do our best in everything.
    è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 Humans can’t do without the air.
    è 인간은 공기 없이는 살수 없다.

61. come true (= realize, really happen) : 실현되다, 이루어지다
62. compare with/to~ : ~와 비교/비유하다
63. consist of (= be composed of, be made up of, be comprised of) : ~로 구성되다
64. count on (= rely on, depend on, turn to) : ~에게 의존하다, 의지하다
65. cut in (= interrupt) : 끼어들다, 방해하다
66. deal with (= treat) : 다루다, 취급하다, 대처하다
67. distinguish A from B : A와 B를 구별하다
68. do away with (= abolish, get rid of, remove) : 없애다, 제거하다
69. do one's best : 최선을 다하다
70. do without~ : ~없이 지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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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He went to America in 1960 and has lived there ever since.
    è 그는 1960년에 미국에 가서 그 이후 그곳에서 살았다.

ex> We are familiar with this proverb.
    è 우리는 이 속담을 잘 알고 있다.

ex> I am far from being unhappy.
    è 나는 전혀 불행하지 않다.

ex> I feel like crying at the news.
    è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싶다.

ex> Can you figure out what I say?
    è 당신은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ex> For all his wealth he is not happy.
    è 그의 부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지 않다.

ex> I will remember the day for ever.
    è 나는 그 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71. drop in (visit casually) : 우연히 방문하다
72. ever since (= from then till now) : 그 이후, 그때부터 죽
73. familiar with/to~ : ~을 잘 아는, 친숙한
74. far from~ (= not at all) : 결코 ~이 아닌
75. feel like ~ing : ~하고 싶다
76. figure out (= make out, understand) : 이해하다, 알아내다
77. for all : ~에도 불구하고
78. for certain : 틀림없이, 확실히
79. for ever (= forever, for good, permanently) : 영원히
80. for example (= for instance) :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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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She looks younger for her age.
    è 그녀는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인다.

ex> I saw him for the first time.
    è 나는 처음으로 그를 보았다.

ex> He went to Italy for the purpose of studying music.
    è 그는 음악을 공부할 목적으로 이탈리아에 갔다.

ex> They come to see me from time to time.
    è 그들은 가끔씩 나를 보러 온다.

ex> He got away from his home.
    è 그는 그의 집에서 도망쳤다.

ex> I hope you will get better soon.
    è 나는 네가 곧 좋아지기를(회복되기를) 바란다.
 

81. for one thing (= in the first place) : 우선, 첫 번째로
82. for one's age : 나이에 비해서
83. for the first time : 처음으로
84. for the most part (= mostly) : 대부분, 주로
85. for the present (= for the time being) : 당분간
86. for the sake of : ~을 위하여
87. free from (= without) : ~이 없는
88. from time to time (= occasionally, on occasion, once in a while, now and then, 
    at times, sometimes) : 때때로, 가끔
89. get away (= escape, leave) : 도망치다, 떠나다
90. get better : 좋아지다 ≠get worse : 악화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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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I tried to get in touch with him.
    è 나는 그와 연락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ex> She always gets off the bus at the same place.
    è 그녀는 항상 같은 곳에서 버스에서 내린다.

ex> I have to get through the task by five.
    è 나는 이 과제를 5시까지 끝마쳐야한다.

ex> What time did you get to Seoul?
    è 당신은 몇 시에 서울에 도착했나요?

ex> She gave birth to twins.
    è 그녀는 쌍둥이를 낳았다.

ex> He didn’t give in his papers in time.
    è 그는 제 시간에 그의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 The problem gave rise to the serious effects.
    è 그 문제는 심각한 영향을 일으켰다.

ex> Go ahead with your work. 
    è 너의 일을 계속 해라.

ex> Let’s go for a walk to the park.
    è 공원으로 산책하러 가자.

91. get in touch with~ : ~와 접촉하다, 연락하다
92. get on (= board) :(버스, 기차 등) 타다 ≠ get off : 내리다
93. get over (= overcome, recover) : 극복하다, 회복하다
94. get through (= finish) : 끝마치다
95. get to + 장소 (= reach, arrive at/in~) : ~에 도착하다
96. give birth to (= bear, produce) : 낳다, 생산하다
97. give in (= hand in, surrender) : 제출하다, 굴복하다
98. give rise to (= cause) : 일으키다, 유발하다
99. go ahead (= advance, continue, go first) : 전진하다, 계속하다, 먼저 하다
100. go for a walk (= take a walk) : 산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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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The lights went off suddenly.
    è 조명이 갑자기 꺼졌다.

ex> Please go on talking.
    è 계속 얘기하세요.

ex> Go over what you have read.
    è 네가 읽은 것을 반복해서 읽어라.

ex> We have to go through the difficulty.
    è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내야 한다.

ex> He handed over everything to his wife.
    è 그는 모든 것을 그의 아내에게 넘겨주었다.

ex> They had nothing to do with the demonstration last night.
    è 그들은 지난밤의 시위와 관련이 없다.

ex> I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matter.
    è 나는 그 일과 관계가 있다.

ex> In a word, he is tired of everything.
    è 간단히 말해서 그는 모든 것에 싫증이 났다.

ex> In addition to her beauty she is clever.
    è 그녀의 미모에 더하여 그녀는 영리하기도 하다.

101. go off (= explode, leave suddenly) : 폭발하다, 떠나다, 꺼지다
102. go on (= keep on, continue) : 계속하다
103. go over (= examine, repeat) : 검사하다, 반복하다
104. go through (= experience, suffer) : 경험하다, 겪다
105. hand over : 넘겨주다, 양도하다
106. have nothing to do with~ : ~와 관계가 없다
107. have to do with~ (= be concerned with, be related to) : ~와 관계가 있다
108. hold on : 잡다. 기다리다, 지지하다
109. in a word (= briefly, to sum up) : 간단히 말해서
110. in addition to~ : ~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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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He is in favor of your plan.
    è 그는 당신의 계획에 찬성한다.

ex> In general the students are diligent.
    è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부지런하다.

ex> A large party was held in honor of her safe arrival.
    è 그녀의 안전한 귀환을 기념하여 큰 파티가 열렸다.

ex> I know one of the girls in particular.
    è 나는 그 소녀들 중 한 명을 특히 알고 있다.

ex> Polar bears can walk long distances in search of food. 
    è 북극곰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걸을 수 있다. 

ex> She started in spite of the heavy rain.
    è 그녀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출발했다.

ex> In time you will be able to speak English well.
    è 머지않아 당신은 영어를 잘 하게 될 것이다.

ex> Tom and Mary helped me in turn.
    è 탐과 메리가 차례로 나를 도와주었다.

 

111. in favor of (=in behalf of) : ~에 찬성하여, ~을 위하여
112. in general (= generally, usually) : 일반적으로, 대개
113. in honor of : ~을 기념하여
114. in particular (= particularly, especially) : 특히
115. in response to~ : ~에 응하여, ~에 대한 응답으로
116. in search of (= searching for) : ~을 찾아서
117. in spite of (=despite, for all) : ~에도 불구하고
118. in time (= early enough) :제 시간에, 시간에 맞게, 머지않아
119. in turn : 차례로, 순서대로
120. in vain : 헛되이



검정고시 – 영어                                                                                유세연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학력 개정교육 - 실용영어I : 숙어편 13

ex> Keep an eye on my suitcase while I buy my ticket.
    è 내가 표를 사올 동안 내 가방을 잘 지켜보고 있어.

ex> Keep the children away from the fire.
    è 아이들을 불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세요.

ex> He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è 사람은 그가 사귀는 친구를 보면 알 수있다.

ex> You walk so fast that I cannot keep up with you.
    è 네가 너무 빨리 걸어서 나는 너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ex> I will see you later on.
    è 나중에 다시 만나요.

ex> This road leads to the station.
    è 이 길로 가면 역이 나온다.
 

121. keep an eye on (= watch, guard) : 주시하다, 지키다
122. keep away : 멀리하다
123. keep company with (= be friendly with) : ~와 사귀다, 친하게 지내다
124. keep ~ in mind : 명심하다, 기억하다
125. keep in touch with : ~와 접촉을 유지하다
126. keep one's word (= keep one's promise) : 약속을 지키다
127. keep up with : ~을 따라잡다, ~에 뒤떨어지지 않다
128. later on : 후에, 나중에
129. lead to (= result in) : ~로 이르다, ~을 초래하다
130. let on (= reveal) : (비밀을) 누설하다



검정고시 – 영어                                                                                유세연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학력 개정교육 - 실용영어I : 숙어편 14

ex> Happiness lies in contentment.
    è 행복은 만족에서 나온다.

ex> We Koreans chiefly live on rice.
    è 우리 한국인들은 주로 쌀을 먹고 산다.

ex> After years of war, the people long for a lasting peace. 
    è 수년간의 전쟁 후에 국민들은 지속적인 평화를 열망하고 있다.

ex> You must not look down on poor people.
    è 너는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

ex> What are you looking for?
    è 너는 무엇을 찾고 있니?

ex>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soon.
    è 당신을 곧 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 Look out for pickpockets while traveling.
    è 여행할 동안 소매치기를 조심하세요.

ex> Every student should look up new words in his dictionary.
    è 모든 학생들은 새로운 단어들을 사전에서 찾아봐야 한다.

ex> Our leader is a man whom everybody looks up to.
    è 우리의 지도자는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131. lie in (= consist in ) : ~에 놓여있다
132. live on : ~을 먹고 살다
133. long for : ~을 갈망하다, 열망하다
134. look down on (= despise) : 멸시하다, 경멸하다
135. look for (= search for, expect) : 찾다, 기대하다
136. look forward to (= anticipate) : 고대하다, 기대하다
137. look out (= be careful, watch out) : 조심하다
138. look up ( a word in a dictionary) :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보다
139. look up to (= respect) : 존경하다, 우러러보다
140. make a fool of~ (= make fun of) : ~을 놀리다, 조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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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Make as much haste as possible.
    è 가능한 빨리 서둘러 주세요.

ex> He made his way through the snowstorm.
    è 그는 눈보라를 헤치고 나아갔다.

ex> I could not make myself at home in the hotel.
    è 나는 호텔에서 편히 쉴 수 없었다.

ex> No one could make out what he was talking about.
    è 아무도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

ex> What you say does not make any sense to me.
    è 네가 하는 말은 나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

ex> Make sure to turn off the radio before you go to bed.
    è 잠자리에 들기 전에 라디오를 껐는지 확인해라.

ex> The whole story is made up.
    è 그 모든 이야기가 조작된 것이다.

ex> I had to work hard to make up for lost time.
    è 나는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만 했다.

ex> We must make up our minds to study.
    è 우리는 공부할 결심을 해야 한다.

 

141. make haste (= hurry up) : 서두르다
142. make one's way (= proceed, succeed) : 나아가다, 성공하다
143. make oneself at home (= feel comfortable) : 편히 있다
144. make out (= understand, succeed, prepare) : 이해하다, 성공하다
145. make sense : 이치에 맞다, 말이 되다
146. make sure : 확인하다
147. make the most of (= use well) ~을 잘 활용하다, 최대한 활용하다
148. make up : 구성하다, 화해하다, 화장하다
149. make up for (= compensate for) : ~을 보상하다, 보충하다
150. make up one's mind (= decide, determine) : 결심하다, 결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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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I managed to get there by ten.
    è 나는 가까스로 10시까지 거기에 도착했다.

ex> During foggy weather the trains are late more often than not.
    è 안개 낀 날씨에는 기차가 그렇지 않은 날씨보다 더욱 자주 늦는다.

ex> He was more or less excited.
    è 그는 다소 흥분되었다.

ex> He is no longer here in London.
    è 그는 더 이상 이곳 런던에 있지 않다.

ex> The book is too long but, nonetheless, informative and entertaining.
    è 그 책은 너무 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하고 재미있다.

ex> When we think of it, life is nothing but a dream.
    è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은 꿈에 지나지 않다.

ex> Now that the court is dry, let's play tennis.
    è 코드가 말랐으니까, 테니스를 치자.

ex> He in on duty today.
    è 그는 오늘 근무 중이다.

ex> He went on and on till he got to a river.
    è 그는 강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걸었다.

151. manage to + R : 가까스로/그럭저럭 ~하다
152. more often than not : 흔히, 대개
153. more or less (= somewhat) : 다소, 약
154. no longer (= not ~ any longer) : 더 이상 ~이 아닌
155. nonetheless(= nevertheless) : 그럼에도 불구하고
156. not to mention (= not to speak of, to say nothing of) : ~은 말할 것도 없이
157. nothing but (= only) : 겨우 ~뿐
158. now that (= since, because) : ~이므로, ~이니까
159. on duty : 근무 중인
160. on and on :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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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She broke the dish on purpose.
    è 그녀는 일부러 접시를 깼다.

ex> He is clever, but on the other hand, he makes many mistakes.
    è 그는 영리하지만, 다른 한편 많은 실수를 한다.

ex> The idea has gone out of date.
    è 그 아이디어는 구식이 되어버렸다.

ex> Our refrigerator is out of order.
    è 우리 냉장고가 고장났다.

ex> Out of sight, out of mind.
    è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ex> He played an important part in the affair.
    è 그는 그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 The teacher pointed out the mistakes in my composition.
    è 선생님은 내 작문에서 실수들을 지적하셨다.

ex> Heavy rain prevented him from going there on time.
    è 폭우 때문에 그는 정각에 그곳에 가지 못했다.

ex> It's really cold outside, so put on your coat.
    è 바깥 날씨가 정말 추워, 그러니 외투를 입어라.
 

161. on purpose (= purposely, intentionally) : 일부러, 고의로
162. on the other hand :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163. out of date (= old-fashioned) : 구식의, 유행에 뒤떨어진
164. (be) out of order (= break down) : 고장나다
165. out of sight  : 안 보이는
166. over and over again (= repeatedly) : 반복해서, 되풀이하여
167. paly a part (= play a role) :역할을 하다
168. point out (= indicate) : 지적하다, 가리키다
169. prevent ... + from ~ing : ...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170. put on (= wear) : 입다, 착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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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The fire was put out.
    è 화재가 진압되었다.

ex> After he took the watch apart, he couldn't put it together again.
    è 그는 시계를 분해한 후에, 다시 그것을 조립할 수 없었다.

ex> I couldn't put up with his rude actions any longer.
    è 나는 더 이상 그의 무례한 행동을 참을 수가 없었다.

ex> This book requires you to read between the lines.
    è 이 책은 당신이 행간을 읽도록 요구한다.

ex> It was raining cats and dogs when we were about to start.
    è 우리가 막 출발하려 할 때 비가 억수같이 오고 있었다.

ex> He reached out for the book.
    è 그는 책을 집어들기 위해 손을 뻗쳤다.

ex> Ants are regarded as the most intelligent of all insects.
    è 개미들은 모든 곤충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것으로 여겨진다.

ex> Regardless of his faults, I like him.
    è 그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좋아한다.

171. put off (= delay, postpone) : 미루다, 연기하다
172. put out (= extinguish) : (불)끄다
173. put together (= assemble) : 결합시키다, 조립하다
174. put up with (= endure, bear, tolerate, stand) : 참다, 견디다
175. read between the line : 글속에 숨은 의미를 알다, 행간을 읽다
176. rain cats and dogs (= rain heavily) : 억수같이 비가 오다
177. reach out : (손을)뻗다, 도달하다, 닿다
178. read through : 통독하다, 꼼꼼히 읽다
179. regard / look upon / think of A as B :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180. regardless of : ~와는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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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She reminds me of my mother.
    è 그녀는 나에게 나의 어머니를 생각나게 한다.

ex> I ran across my old friend Tom the other day.
    è 나는 일전에 나의 옛 친구 탐과 우연히 만났다.

ex> I have run out of pocket money.
    è 나는 용돈이 떨어졌다.

ex> He managed to set up a factory.
    è 그는 용케 공장을 설립했다.

ex> Not one student showed up for the meeting.
    è 한 명의 학생도 그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ex> I sit side by side with Mary at school.
    è 나는 학교에서 메리와 나란히 앉는다.

ex> He will come back sooner or later.
    è 그는 조만간에 돌아올 것이다.

181. remind A of B :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생각나게 하다
182. run across (= meet by chance, come across) : 우연히 마주치다
184. run out of (= use up, exhaust) : 바닥이 나다, 다 떨어지다, 고갈되다
185. set out (= set off, begin, leave) : 시작하다, 떠나다
186. set up (= establish) : 세우다, 설립하다
187. show up (= appear, turn up) : 나타나다, 등장하다
188. side by side : 나란히
189. so to speak (= as it were) : 소위, 말하자면
190. sooner or later : 조만간에, 머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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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Don't speak ill of others.
    è 다른 사람들을 욕하지 마라.

ex> He is sure to stand by me.
    è 그는 분명히 나를 지지할 것이다.

ex> The blue bird stands for happiness.
    è 파랑새는 행복을 상징한다.

ex> He is suffering from a sore throat.
    è 그는 아픈 목으로 고생하고 있다.

ex> I take advantage of all the opportunities that come to me.
    è 나는 내게 온 기회들을 모두 이용한다.

ex> He takes after his mother.
    è 그는 그의 어머니를 닮았다.

ex> I took it for granted that he would help me.
    è 나는 그가 나를 도와줄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ex> This fact must be taken into account.
    è 이 사실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ex> The plane took off from Kimpo airport at 10 a.m..
    è 그 비행기는 오전 10시에 김포공항에서 이륙했다.

ex> Will she take part in the concert?
    è 그녀가 그 콘서트에 참가할까?

191. speak ill of (= blame, criticize) : 욕하다, 흉보다, 비난하다 ≠ speak well of (= praise) : 칭찬
하다
192. stand by (= support) : 지지하다, 편들다, 대기하다
193. stand for (= represent, symbolize) : 대표하다, 상징하다
194. suffer from : ~으로 고통 받다, ~을 겪다
195. take advantage of : ~을 이용하다
196. take after (= resemble) : ~을 닮다
197. take ~ for granted : ~을 당연하게 여기다
198. take into account (= take into consideration) : ~을 고려하다, 심사숙고하다
199. take off : 이륙하다
200. take part in~ (= participate in, join) : ~에 참가하다, 참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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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The film festival takes place in October.
    è 그 영화제는 10월에 개최된다.

ex> How can you tell an Englishman from an American?
    è 당신은 어떻게 영국인과 미국인을 구별할 수 있나요?

ex> It tends to become cold at night.
    è 밤에는 추워지는 경향이 있다.

ex> He's a local government official, that is to say a civil servant.
    è 그는 지방정부의 관리, 즉 공무원이다.

ex> He tried on several suits and finally picked out this one.
    è 그는 여러 벌의 옷들을 입어본 후 마침내 이것을 골랐다.

ex> He turned down my offer.
    è 그는 나의 제안을 거절했다.

ex> She turned off the electric light.
    è 그녀는 전깃불을 껐다.

ex> Things didn't turn out exactly as he desired.
    è 상황은 그가 바라는 대로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ex> My shoes are worn out.
    è 나의 신발은 닳았다.

ex> Please wait for me to come back.
    è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201. take place (= happen, occur) : 발생하다, 일어나다, 개최하다
202. tell A from B (= distinguish A from B) : A와 B를 구별하다
203. tend to + R : ~하는 경향이 있다
204. that is (to say) (= in other words, namely) : 즉, 다시 말하면 
205. try on : 시험삼아 해보다, (옷)입어보다
206. turn down (= reject, refuse) : 거절하다, 거부하다
207. turn off : (전기) 끄다 ≠ turn on : (전기) 켜다
208. turn out (= prove) : 입증하다, 드러나다
209. wear out  (= become useless, become exhausted) : 닳아 버리다, 지쳐 버리다
210. wait for (= await) : 기다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