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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경찰 영어 시험에서 어휘 및 숙어 문제는 4~5문제 또는 그 이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휘 파트가 

영어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어휘 파트는 경찰 영어 시험에서 가장 변별력이 큰 부분이면서 동시에 다른 파트인 문법 실력, 독해 실

력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어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 “어휘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동안 영어를 강의하면서 수험생들에게서 가장 자주 들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경찰 기출 문제를 분석해보면, 독해에 자주 나오는 기본적인 필수어휘와 그보다는 조금 어려운 고급어

휘가 함께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휘 공부는 기본어휘 및 핵심어휘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더 높은 

어휘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찰 영어 어휘ㆍ숙어 1800은 어휘 파트를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1.   경찰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본어휘 및 핵심어휘를 최대한 포함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어휘집을 구성하

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어휘가 부족한 분도 충분히 기본어휘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어휘는 항상 문장과 함께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문장을 통해서 어휘를 공부해야 그 어휘의 의미 및 

쓰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어휘를 포함하는 문장을 

기출 문제를 통해 엄선하거나 또는 기출 예상 문제를 신중하게 구성하였습니다.

3.   어휘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어휘는 그 문장의 핵심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장을 통해 어휘를 공부하

면 글쓴이의 의도를 핵심어휘를 중심으로 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독해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4.   어휘뿐 아니라 숙어 파트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가능성이 큰 숙어 파트도 아울러 포함시켜 
편제하였습니다. 

글을 맺으면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에이씨엘 김중근 대표님과 출판부 직원 여러분께 진심

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7월

 제 석 강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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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 Idioms



Vocabulary & Idioms

01.  He proved himself to be an extraordinary young officer. 

 ① precedented ② exceptional  

 ③ obsolete ④ unremarkable

02.   The campaign to eliminate pollution will prove            unless it has the understanding and 
full cooperation of the public.

 ① enticing  ② enhanced
 ③ futile ④ fertile 

03. In China, where black hair is the norm, her blonde hair was conspicuous.

 ① awkward ② beautiful         

 ③ different ④ noticeable 

04. I must warn you that any mention of Cathy agitates your grandmother.

 ① appeals to ② stirs up      

 ③ stagnates ④ flares 

05. Female police officers make up 13 percent of the police force.

 ① constitute ② appear      

 ③ design ④ resign

06.   They oppose corporal punishment because they believe that violence breeds violence. 

 ① bribes ② demolishes        

 ③ produces ④ segregates

07. Her co-workers admired her seemingly infinite energy.

 ① boundless ② dedicated    

 ③ mighty ④ efficient

08. Please            from smoking in the restaurant, as it disturbs other people.

 ① remove ② refrain      

 ③ convert ④ exclude

09. Perjury in a serious court case can result in life imprisonment.

 ① Destroying ② Aiding a criminal     

 ③ Lying under oath ④ Threatening the 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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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 석  그는 자신이 특별한 젊은 경찰관임을 증명했다. 

 해 설  extraordinary 특별한, 뛰어난 (= exceptional)

 어 구  officer 경찰관, 장교   precedented 선례가 있는   obsolete 진부한   unremarkable 평범한 

 정답  ❷

02. 해 석  오염을 없애려는 캠페인은 대중의 이해와 충분한 협력이 없다면 소용없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해 설  futile 소용없는, 헛된 (= unsuccessful, useless) 

 어 구    eliminate 없애다, 제거하다   prove 판명되다   cooperation 협력   enticing 유혹적인   

  enhanced 높인, 강화한   fertile 비옥한, 다산의

 정답 ❸

03. 해 석  검은 머리카락이 일반적인 중국에서 그녀의 금발은 두드러진다. 

 해 설  conspicuous 눈에 띄는, 두드러진 (= noticeable)    

 어 구  norm 일반적인 것, 표준   blonde 금발인   awkward 어색한, 서투른   beautiful 아름다운   

  different 다른   

 정답 ❹

04. 해 석  Cathy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너의 할머니를 동요케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야겠다. 

 해 설  agitate (마음을) 뒤흔들다, 동요시키다 (= stir up)  

 어 구  warn 경고하다   appeal 호소하다, 간청하다   stagnate 정체하다   flare (불꽃이) 너울거리다 

 정답 ❷

05. 해 석  여성 경찰관이 경찰의 13퍼센트를 구성한다. 

 해 설  make up ~을 구성하다 (= constitute)   

 어 구  police force 경찰(력)   appear 나타나다, ~처럼 보이다   design 설계하다   resign 사임하다 

 정답 ❶

06. 해 석  그들은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고 믿기 때문에 체벌을 반대한다.

 해 설  breed 일으키다, 낳다, 기르다 (= produce)  

 어 구    oppose 반대하다   corporal punishment 체벌   violence 폭력   bribe 매수하다   demolish 파괴하다

  segregate 분리하다, 차별하다

 정답 ❸

07. 해 석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의 끝이 없어 보이는 정력에 감탄했다. 

 해 설  infinite 무한한, 끝이 없는 (= boundless) ↔ finite 한정된 (= limited)

 어 구   co-worker 동료   admire 감탄하다   seemingly 외견상   dedicated 헌신적인   mighty 힘센, 강력한 

  efficient 효율적인, 유능한 

 정답 ❶

08. 해 석  식당 안에서 흡연을 자제해 주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해 설  refrain from ~을 삼가다, 자제하다 (= abstain from)

 어 구    disturb 방해하다   remove 이동하다, 없애다   convert 전환하다, 개종하다   exclude 배제하다, 제외하다 

 정답  ❷

09. 해 석  중대한 법정 소송 사건에서 위증은 무기징역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해 설  perjury 위증 (= lying under oath)

 어 구    serious 심각한, 중대한   court case 법정 소송 사건   result in ~의 결과를 낳다, 야기하다   

  life imprisonment 종신형, 무기징역   destroy 파괴하다   aid a criminal 범죄자를 돕다   

  threaten the jury 배심원을 위협하다   정답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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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 Idioms

10. We can’t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she was murdered by her husband.  

 ① admit ② exclude         

 ③ predict ④ ignore

11.   The prime minister was thoroughly dismayed by the lack of public support for his new 
project.

 ① dilapidated ② disseminated    

 ③ distorted ④ disappointed

12.    The tropical rain forest occupies areas near the equator where the annual rainfall exceeds 
80 inches.

 ① surpasses ② reaches
 ③ averages ④ equals

13.   Every street or every store is now filled with cell phone users, ranging in age from eight 
to eighty. However, if we consider rapidly developing technology, an alternative apparatus 
might replace the cell phone soon and make it                    .

 ① obsolete ② extensive        

 ③ prevalent ④ competent

14.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and a haughty spirit before a fall.

 ① humble ② holy         

 ③ calm ④ arrogant

15. Until we heard the final result, we were all on edge.

 ① attentive  ② nervous      

 ③ frivolous  ④ fashionable

16. Office workers in this firm are not compelled to wear uniforms.

 ① forced ② persuaded
 ③ expected ④ encouraged

17. The speaker            pompous phrases and instead used simple and direct language. 

 ① asserted  ② imitated
 ③ abandoned  ④ boa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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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 석  우리는 그녀가 자신의 남편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 설  rule out 배제하다, 제외하다 (= exclude)

 어 구    murder 살해하다   admit 인정하다   predict 예언하다   ignore 무시하다   

 정답 ❷

11. 해 석  그 수상은 자신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의 지지의 부족에 완전히 실망했다. 

 해 설  dismayed 실망한 (= disappointed)

 어 구    prime minister 수상   thoroughly 완전히   lack 부족, 결핍   dilapidated 파손된, 황폐한  

  disseminate 퍼뜨리다   distorted 왜곡한, 삐뚤어진     

 정답 ❹

12. 해 석  열대 우림은 연간 강수량이 80인치를 초과하는 적도 부근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해 설  exceed 초과하다, 능가하다 (= surpass, outweigh)

 어 구    tropical rain forest 열대 우림   occupy 차지하다   equator 적도   annual 연간의, 매년의   

  rainfall 강수량    reach ~에 이르다   average 평균 ~이다   equal 같다, 필적하다  

 정답 ❶

13. 해 석  모든 거리와 가게는 여덟 살에서 여든 살에 이르기까지 휴대폰 사용자들로 지금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고려해 보면 대체 장비가 곧 휴대폰을 대신하고 그것을 쓸모없게 만들 것이다. 

 해 설  obsolete 구식의, 쓸모없어진 (= out of date) 

 어 구  be filled with ~로 가득 차 있다   range ~에 걸치다, 이르다   alternative 대체의   apparatus 장비

  replace 대체하다   extensive 광범위한   prevalent 널리 퍼진   competent 유능한, 능력 있는 

 정답 ❶

14. 해 석  자만에는 파멸이 따르고 거만한 마음에는 몰락이 따른다. 

 해 설  haughty 거만한 (= arrogant, insolent, supercilious) 

 어 구   pride 자만   destruction 파괴   fall 몰락   humble 겸손한   holy 신성한   calm 고요한  

 정답 ❹

15. 해 석  그 마지막 결과를 들을 때까지 우리는 모두 초조했다.

 해 설  on edge 초조한, 안절부절 못하는 (= nervous, on pins and needles)

 어 구  attentive 주의 깊은   frivolous 경박한, 하찮은   fashionable 유행하는, 멋있는

 정답 ❷

16. 해 석  이 회사의 사무실 근로자들은 유니폼을 입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해 설  compel 강요하다 (= force)   * compelling 강력한, 설득력 있는, 매우 흥미로운

 어 구  persuade 설득하다   expect 기대하다   encourage 격려하다

 정답 ❶

17. 해 석  그 연사는 화려한 어구를 버리고 대신에 간단하고 직설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해 설  abandon 버리다, 포기하다 (= give up, relinquish)

 어 구  pompous 화려한, 거만한   assert 주장하다, 단언하다   imitate 흉내 내다, 모방하다   boast 자랑하다

 정답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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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 Idioms

18.   The thieves plotted their immoral schemes at a series of secret meetings in an abandoned 
warehouse.

 ① impeccable ② drastic    

 ③ scrupulous ④ wicked

19.   Despite having held a comprehensive national census, the government would not divulge 
the exact percentage of immigrants to the country.

 ① accept  ② estimate  

 ③ disclose  ④ report

20. Rachel takes after her mother rather than her father.

 ① supports ② persuades  

 ③ resembles ④ decides

21. Native Americans began to cultivate corn thousands of years ago.    

 ① consume ② raise           

 ③ pick ④ sell 

22. Agnes                     her son for driving too fast and getting a speeding ticket.

 ① revoked ② forfeited    

 ③ reprimanded ④ deteriorated

23.   They didn’t want to be bothered with mundane concerns like doing the dishes while on 
vacation. 

 ① embarrassing ② everyday             

 ③ troublesome ④ annoying     

         

24. Everyone felt that the referee’s decision was impartial. 

 ① wrong ② vague 

 ③ stupid ④ fair 

25. A skilled carpenter dispenses with the detail plans.

 ① gives away ② does without     

 ③ contemplates ④ ada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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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해 석  그 도둑들은 한 버려진 창고에서의 일련의 비밀 모임에서 부도덕한 음모를 꾸몄다.

 해 설  immoral 부도덕한, 비도덕적인 (= wicked)

 어 구  plot 꾸미다, 획책하다   scheme 음모, 계획   abandoned 버려진   impeccable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drastic 격렬한, 철저한   scrupulous 양심적인, 꼼꼼한

 정답 ❹

19. 해 석    광범위한 전국적인 인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나라로 오는 이민자들의 정확한 비율을 공표하지 

않으려했다.

 해 설  divulge 누설하다, 폭로하다, 공표하다 (= disclose, reveal) ↔ conceal 숨기다

 어 구  comprehensive 포괄적인, 광범위한   census 인구조사   exact 정확한   immigrant 이민자     

  accept 받아들이다   estimate 추정하다, 평가하다   report 보고하다

 정답 ❸

20. 해 석    Rachel은 자신의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닮았다.

 해 설  take after ~을 닮다 (= resemble)

 어 구  rather than ~보다는   support 지지하다   persuade 설득하다   decide 결정하다

 정답 ❸

21. 해 석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수천 년 전에 옥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해 설  cultivate 경작하다, 재배하다, 기르다 (= raise)

 어 구  consume 소비하다   pick 고르다   sell 팔다

 정답 ❷

22. 해 석  Agnes는 과속 운전을 해서 속도위반 딱지를 받은 것 때문에 그녀의 아들을 꾸짖었다. 

 해 설  reprimand 꾸짖다, 질책하다 (= tell off, rebuke) 

 어 구  speed ticket 속도위반 딱지   revoke 취소하다   forfeit 몰수당하다   deteriorate 악화되다

 정답 ❸

23. 해 석  그들은 휴가 중에 설거지와 같은 일상적인 일로 성가시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해 설  mundane 일상적인, 평범한 (= everyday)

 어 구  bother 성가시게 하다   concern 관심사, 일   embarrassing 당혹스런, 난처한   troublesome 귀찮은 

  annoying 짜증나는 

 정답 ❷

24. 해 석  모든 사람은 그 심판의 결정이 공정하다고 느꼈다.

 해 설  impartial 공정한 (= fair, evenhanded)

 어 구  referee 심판   wrong 틀린   vague 모호한   stupid 어리석은

 정답 ❹

25. 해 석  능숙한 목수는 상세도 없이 해낸다.

 해 설  dispense with ~없이 해내다 (= do without, go without, manage without)

 어 구  skilled 능숙한   carpenter 목수   detail plan 상세도   give away 거저주다

  contemplate 숙고하다   adapt 적응시키다

 정답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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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 Idioms

26. Every family is unique because each family’s history is so different.

 ① universal  ② ordinary    

 ③ common  ④ peerless

27.   You have to show a document proving your date of birth or a            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ISIC) when buying your ticket and boarding the plane.

 ① faked ② weird     

 ③ valid ④ crooked

28. The teacher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① served ② ignored     

 ③ stressed ④ considered

29.   The professor explained that the constitution provided the outline for the establishment 
and organization of government.

 ① sketch ② strength            

 ③ emergency ④ escape

30. It was personal. Why did you have to stick your nose in?

 ① hurry  ② interfere
 ③ sniff  ④ resign

31. The lady initiated many humanitarian projects.  

 ① continued ② eliminated       

 ③ improved ④ began

32. If you are a witness, you will            in court.

 ① testify ② shrink      

 ③ guide ④ dispute

33. Although I didn’t want to, I took the job because there was no alternative.        

 ① other choice ② change       

 ③ opportunity ④ good luck

34. Smith, the black marketer, says the work is perilous but lucrative.

 ① doleful ② lustrous      

 ③ prerogative ④ prof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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