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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021 소방 기출 (공채)

 unmistakable 틀릴[오해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clear), 틀림없는

 accessible 접근[면회]하기 쉬운[to …]; 호감이 가는, 이용하기 쉬운

 distinctive 1. 특유의  2. 독특한  3. 뛰어난

 desirable 바람직한; 호감이 가는

 complimentary 1. 칭찬하는 2. 무료의

 hand in 제출하다(= submit) 

 emit (빛 · 열 · 냄새 · 소리 따위를) 내다, 발하다, 방출하다, 방사하다

 omit 빼다, 빠뜨리다, 생략하다

 permit 허락하다, 허가하다 

 encounter …와 우연히 만나다, 마주치다

 confrontation 직면, (법정에서의) 대면, 대결; 대항, 대치

 reproduction 재생, 재생산, 복제 

 encouragement 격려, 고무, 장려

 magnificence 장대, 장엄(한 아름다움), 장려, 훌륭함

 exit 출구, 나가다, 떠나다; 죽다

 renovate 새롭게 하다(= renew), 혁신하다, 쇄신하다; 수선하다

 demolish (건물 따위를) 부수다, 폭파[분쇄]하다

 construct 조립하다; 세우다, 건설하다 ↔ destroy 파괴하다, 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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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 on
의존하다(= rely on, depend on, hinge on, lean on, turn to, 

resort to) 

 worn out 닳아 해진, 진부한, 지친

 expect company 일행이 오기로 되어있다

 all ears 열심히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profession 직업, 직종, 직위

 emergency 비상[돌발] 사태, 

 qualification 자격, 능력, 권하

 breakthrough 돌파구; (과학 · 기술 등의) 획기적인 약진, 성공

 in contrast ~와 대조되는 

 therefore 따라서; 그 결과(로서)

 for example 예를 들어(= for instance)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yet)

 furthermore 더군다나, 게다가 

 on the contrary 이와 반대로,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in short 요컨대, 간단히 말해, 요약하면

 consequently 따라서(= therefore), 그 결과로서

 likewise 똑같이, 마찬가지로

 similarly (…과) 유사하게, 비슷하게

 moreover 그 위에, 더욱이

 however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still; neverth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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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ect 양상, 모습, 국면, 정세(= phase)

 alternative 대안

 distance 거리, 간격, 원거리

 property 재산, 자산

 suggestive 시사하는, 암시하는, 넌지시 비추는

 possessive 소유의; 소유욕이 강한

 productive 생산적인, 다산의, 풍요한, 비옥한

 hesitative 주저하는, 머뭇거리는

 set aside 1. 떼어놓다 2. 모아두다 3. 무시하다

 conscience 양심, 도의심, 도덕관념

 confidence (남에 대한) 신용, 신뢰

 conflict 싸움, 다툼, 투쟁, 전투; 분쟁

 contribution 기부, 기부금, 기고, 투고 

 broken 부서진, 망그러진, 깨어진

 extinguish 1. 끄다 2. 잃게 하다 3. 멸종시키다

 ignore (의식적으로) 무시하다, 묵살하다, 모른 체하다

 ignite (…에) 불을 붙이다; 작열케 하다; 흥분시키다

 affair 일, 용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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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 결과(= consequence)

 infection 전염, 감염

 inspection 검사, 조사 

 loss 손실, 분실, 상실

 candidate 후보자; 지원자, 지망자

 ownership 소유자임[자격], 소유

 permanent 영구한, 영속하는; 불변의, 내구성의

 residence 주거, 주택

 trivial 하찮은, 대단치 않은, 평범한, 사소한 

 essential 근본적인, 필수의, 불가결한

 outdated 구식의, 시대에 뒤(떨어)진; 쇠퇴해 버린

 insignificant 무의미한(= meaningless), 하찮은, 사소한, 무가치한

 physical 육체의, 신체의, 물질의, 물질적인 ↔ spiritual, 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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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e throat 후두염, 목의 아픔

 heart attack 심장 발작(= heart failure) 

 choking 숨막히는, (감동으로) 목이 메는 듯한

 food poisoning 식중독

 superstition 미신

 foundation 창설, 창립, 기초, 토대 

 collision 충돌; 격돌

 supervision 관리, 감독, 지휘

 stay on the line 수화기를 들고 기다리다

 fire alarm system 화재 경보 장치

 fire sprinkler 소화 스프링클러

 standpipe 저수탑, 급수탑

 smoke control system 연기제어장치, 배연장치 

 imprecise 부정확한, 불명확한

 accurate 정확한; 정밀한(= correct) 

 inexact 정확[정밀]하지 않은, 부정확한

 implicit 은연중의, 함축적인, 암시적인, 암묵의 ↔ explicit

 integrated 통합된;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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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astated 큰 타격을 받은, 황폐한

 derive
끌어내다《from》, …의 기원을[유래를] 찾다《from》; …에서 파생

하다

 deploy 배치하다; (인구 따위를) 분산하다

 deviate (상도 · 규칙 · 원칙 따위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

 destroy 파괴하다, 부수다, 분쇄하다; 소멸시키다 ↔ construct

 endanger 위태롭게 하다, 위험에 빠뜨리다

 imperil (생명 · 재산 따위를) 위태롭게 하다, 위험하게 하다(= endanger)

 rescue 구조하다, 구하다; (파괴 따위로부터) 보호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blunt
무딘, 둔감한, 어리석은, 무뚝뚝한, 퉁명스러운, 솔직한(= 

straightforward)

 reluctant 마음 내키지 않는(= unwilling), 꺼리는, 마지못해서 하는

 hypothetical 가설의, 가정의

 intelligent 지적인, 지성을 갖춘, 지능이 있는

 straightforward 똑바른; 정직한; 솔직한(= candid, frank, bl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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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 out 1. 지적하다 2. 언급하다 3. 가리키다

 seal out 봉인하다

 look into 1. …을 조사하다 2. …을 들여다보다 3. 살펴보다

 break into 1. 침입하다 2. 갑자기 …하기 시작하다 3. 난입하다

 caution 조심, 신중(= carefulness)

 cluster
(과실 · 꽃 따위의) 송이, 한 덩어리(= bunch), 집단, (…을) 모여 있게 

하다; 떼를 이루어 덮다

 claim (당연한 권리로서) 요구하다, 청구하다

 cough 기침, 헛기침

 demonstrate 증명하다, 논증하다

 disapprove 1. 반대하다 2. 못마땅해 하다

 discriminate 구별하다; 판별[식별]하다; …의 차이를 나타내다

 devastate (국토 · 토지 따위를) 유린하다, 황폐시키다

 throw away 1. 버리다 2. 던지다 3. 낭비 4. 허비하다

 come down with 1. (병에) 걸리다 2. 몸이 아프다

 recover 되찾다; (잃은[놓친] 것을) 찾아내다, 발견하다

 give someone a hand ~을 도와주다(= help, hand) 

 occasion (특정한) 경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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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ointment 임명, 지명, 임용

 disruption 분열; (특히 국가 · 제도의) 붕괴, 방해; 환경 파괴(environmental ~)

 invade …에 침입하다, …에 침공하다, (타국을) 침략하다

 outbreak 발발, 돌발, 창궐

 quarantine 격리《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 차단, 검역 기간

 breakthrough 적진 돌파(작전), 돌파구; (과학 · 기술 등의) 획기적인 약진

 contaminate (접촉하여) 더럽히다, 오염하다

 extinction 사멸, 절멸, 불을 끔(소화), 소등 

 discharge (배에서) 짐을 부리다, 내리다

 destroy 파괴하다, 부수다, 분쇄하다; 소멸시키다 ↔ construct

 soar 높이 날다[오르다], 날아오르다

 contain (속에) 담고 있다, 내포하다, 포함하다

 penetrate 꿰뚫다, 관통하다, 침입하다, 통과하다 

 swallow 들이켜다, 삼키다, 꿀꺽 삼키다

 collapse (건물 · 지붕 따위가) 부서지다, 무너지다, 붕괴하다

 repair 수리[수선, 수복]하다(= mend)

 get stuck 걸리다  

 effective 유효한, 효력이 있는

 disappear 사라지다, 없어지다, 소실되다 ↔ appear

 hinder 방해하다, 훼방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