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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선정 Level Test 안내

01. 교재선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 기본과정

01 STARTER

… 영어학습 시작 ― 초 4․5․6년 ― TEPS 200점 내외

02 BASIC

… 영어학습 1년이상― 중 1․2년 ― TEPS 300점 내외

03 JUNIOR

… 영어학습 2년이상― 중2․3년 ― TEPS 400점 내외

04 INTERMEDIATE

… 영어학습 3년이상― 중3․고1년 ― TEPS 500점 내외

▣ 고급과정

05 INTENSIVE

… 영어학습 4년이상― 고1․2년 ― TEPS 600점 내외

06 ADVANCED

… 영어학습 5년이상― 고2․3년 ― TEPS 700점 내외

07 FAR ADVANCED

… 영어학습 6년이상― 고3년 ― TEPS 800점 내외

02. 보다 정확한 교재는 다음의 Test지로 평가한다.

― 예컨대 중3이고 학교 내신(중간․기말고사)이 85점이라 하자. 그러면

7 Level의 Test 중 JUNIOR로 시험을 친다. 총 48개중 28개를 맞추면

하나 위의 Level인 INTERMEDIATE를 가지고 테스트하고 16개 이하를 맞추면 하나

아래의 Level인 BASIC을 가지고테스트한다. 17～28개를맞추면 JUNIOR로 선정

한다.

― 예컨대 중2이고 학교 내신(중간․기말고사)이 100점이라 하자. Teps

시험에서 600점 정도를 득점하였다면 7 Level의 Test 중

INTERMEDIATE로 시험을 친다. 총 48개중 28개를 맞추면 하나 위의

Level인 INTENSIVE를 가지고 테스트하고 16개 이하를 맞추면 하나 아래의 Level인

JUNIOR을 가지고테스트한다. 17～28개를맞추면 INTERMEDIATE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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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선정 Level Test Answer

STARTER

    English  ⇒  Korean       English  ⇒  Korean    

01 ago ～전에 01 man 남자

02 air 공기 02 lot 장소, 많음

03 as ～로(서), ～처럼 03 hat 모자

04 hen 암탉 04 fat 뚱뚱한

05 hot 뜨거운, 더운 05 wind 바람 

06 how 어떻게, 얼마나 06 wild 야생의, 거친

07 if (만약) ～이면[하면] 07 map 지도

08 in ~안에 08 gun 총

09 my 나의 09 May 5월

10 now 지금, 현재 10 west 서쪽

11 old  늙은, 낡은 11 toy 장난감

12 one 한사람의, 하나의 12 toe 발가락

13 or 또는, 혹은, ～이나 13 low 낮은

14 out 밖에 14 for ~위하여

15 pay 갚다, 지불하다 15 fly 날다

16 red 붉은 16 why 왜

17 run 뛰다 17 who 누구, 누가

18 sad 슬픈 18 way 길

19 say 말하다 19 tie 묶다

20 sea 바다 20 leg 다리

21 see 보다 21 law 법

22 set 두다, 배치하다, 집합 22 kid 아이

23 she 그녀는[가] 23 job 직업

24 us 우리들을, 우리에게 24 mad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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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English  ⇒  Korean        Korean  ⇒  English

01 coward 겁쟁이 01 …옆에, …을 
벗어나

beside 

02 create 창조하다 02 …의 저쪽에 beyond 

03 design 디자인, 설계 03 공복, 배고픔 hunger 

04 divide 나누다 04 근원, 수원, 출처 source 

05 double 두 배의, 두 배 05 말, 이야기, 연설 speech 

06 driver 운전하는 사람 06 모습, 숫자, 인물 figure 

07 expect 기대하다 07 무시하다 ignore

08 export  수출하다, 수출 08 배에, 배를 타고 aboard 

09 golden 금빛의, 귀중한 09 비행, 날기 flight 

10 helmet 헬멧 10 섬 island 

11 import 수입하다, 수입 11 소나기 shower 

12 indeed 실로, 참으로 12 숲, 산림 forest 

13 indoor 실내의 13 신호, 신호하다 signal 

14 remind 생각나게 하다 14 악센트, 발음 accent 

15 remove 제거하다 15 여성의 female 

16 repair 수리, 수리하다 16 영웅적인 heroic 

17 repeat 되풀이하다 17 욕심이 많은 greedy 

18 shadow 그림자, 투영 18 정글 jungle 

19 single 혼자의, 한 개 19 직접의, 똑바른 direct 

20 slowly 천천히 20 편집자 editor 

21 strict 엄격한 21 해넘이, 일몰 sunset 

22 strike 치다 22 확실히, 반드시 surely 

23 stupid 어리석은 23 효과, 결과 effect 

24 symbol 상징, 기호 24 흉포한, 맹렬한 fi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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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OR

    English  ⇒  Korean        Korean  ⇒  English

01 adjust 맞추다, 조정하다 01 ~에 반대하다 oppose 

02 admire 감탄하다, 감복하다 02 90, 90개 ninety 

03 examine 검사하다 03 거주하다 inhabit 

04 famine 기근, 굶주림 04 괴롭히다 bother 

05 feature  특징, 생김새 05 근육, 힘줄, 완력 muscle 

06 finally 마침내, 최종적으로 06 기사 knight 

07 frankly 솔직히, 명백하게 07 다루다, 처리하다 manage 

08 French 
프랑스의, 
프랑스인의

08 라벨, 딱지 label 

09 further 더욱이, 그 위에 09 모방하다, 모조하다 imitate 

10 German 독일의, 독일 사람의 10 묻다, 문의하다 inquire 

11 handle 손잡이, 핸들 11 바늘, (침엽수의) 잎 needle 

12 happily 행복하게, 운 좋게 12 방해하다 disturb 

13 heroine 여주인공, 여걸 13 살인, 모살(謀殺) murder 

14 hurray 만세, 만세 소리 14 상처를 입히다 injure 

15 iceberg 빙산 15 설치하다 install 

16 impact 충돌, 충격, 영향 16 시장 mayor 

17 instant 즉시의, 긴급한 17 우울하게 하다 depress 

18 journal 잡지, 신문, 일지 18 의존하다, 믿다 depend 

19 racket 라켓, 떠드는 소리 19 절망, 자포자기 despair 

20 reduce 줄이다, 줄다 20 정신의, 마음의 mental 

21 refund 환불, 반환(물) 21 제시간에, 머지않아 in time 

22 relief 경감, 안심, 구제 22 차지하다, 점령하다 occupy 

23 rhythm 율동, 리듬 23 침입하다 invade 

24 route  도로, 길, 통로 24 흥분한, 활발한 ex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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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DIATE

    English  ⇒  Korean        Korean  ⇒  English

01 alcohol 알코올, 술 01 거의, ~외에 모두 all but 

02 analyze 분석하다 02 결과 outcome 

03 barrier 울타리, 장벽 03 결심하다, 풀다 resolve 

04 calorie 칼로리 04 경향, 습성, 적성 aptitude 

05 capture 붙잡다, 포획 05 고집하다 persist 

06 caution 조심, 경고하다 06 괴롭히다 pick on 

07 housing 주택, 주택공급 07 교리, 원리 doctrine 

08 illness 병 08 남아 있다 remain 

09 inspire 격려하다, 
영감을 주다 09 노예 상태, 굴종 slavery 

10 intense 강렬한, 심한 10 대단히, 몹시 awfully 

11 intrude 밀어 넣다 11 목장 pasture 

12 involve 연루되다 12 물리학 physics 

13 isolate 고립시키다 13 바닷가, 바닷가의 seaside 

14 liberal 진보적인, 자유주의의 14 빛나다, 반짝임 glitter 

15 liquid 액체의 15 뻗치다, 펴다, 뻗기 stretch 

16 mission 임무, 직무 16 상속하다 inherit 

17 movable 움직이는, 가동성의 17 열기, 시작 opening 

18 obscure 어두운, 분명치 않은 18 이행하다, 완수하다 fulfill 

19 rely on …  …에 의존하다 19 주로 chiefly 

20 restore 회복하다, 되찾다 20 지질학 geology 

21 shallow 얕은, 천박한 21 진짜의 genuine 

22 such as ~와 같은 22 풍경, 장면 scenery 

23 summary 요약 23 할당하다, 배분하다 allocate 

24 supreme 최고의 24 획득하다, 습득하다 acqu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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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VE

    English  ⇒  Korean        Korean  ⇒  English

01 burglar 강도, 빈집털이 01 공격, 위반, 화냄 offense 

02 classic 고전의, 일류의 02 글자대로의 literal 

03 converse 역, 반대 03 논리상의 logical 

04 disclose 나타내다 04 동료, 협력자 coworker 

05 discount 할인, 참작 05 무식한, 무지한 ignorant 

06 disguise 변장, 가장 06 무한대 infinity 

07 disperse 흩뜨리다 07 박아 넣은, 붙박이로 
맞추어 넣은 built-in 

08 dissolve 녹이다 08 범죄의, 죄 있는 criminal 

09 document 문서, 서류 09 분수, 샘, 근원 fountain 

10 dominant 지배적인 10 불법억류, 강탈 holdup 

11 feasible 가능한 11 상속재산, 유산 heritage 

12 flattery 아첨, 치렛말 12 성년, 장년 manhood 

13 follower 수행자, 추종자 13 쇄신하다 innovate 

14 foothill (pl.) 산기슭의 작은 
언덕

14 수화물 luggage 

15 friction 마찰, 알력 15 숫자, 수의 numeral 

16 gasoline 가솔린, 휘발유 16 시작하다 commence 

17 goldfish 금붕어 17 양육하다, 양육 nurture 

18 graceful 우아한, 정중한 18 원형의, 둥근 circular 

19 on-line (컴퓨터) 온라인의 19 유년시대, 초기 infancy 

20 overuse 과도하게 쓰다 20 이주민 colonist 

21 patriot 애국자, 우국지사 21 저택, 대저택 mansion 

22 poultry (집합적) 가금류 22 주로, 대량으로 largely 

23 precede 앞서다 23 핵심, 중심 nucleus 

24 preface 서문, 발단 24 환영(幻影), 환각 i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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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English  ⇒  Korean        Korean  ⇒  English

01 fraction 파편, 조금 01 (타국․타지역으로의) 
이민 emigrant 

02 hateful 미운, 지겨운, 싫은 02 간청, 탄원, 애원 entreaty 

03 haughty 오만한, 거만한 03 같음, 평등, 대등 equality 

04 healing 치료의, 낫게 하는 04 겸손, 조심성 modesty 

05 hearing 청각, 들어줌 05 고용주, 사용자 employer 

06 heartily 마음으로부터 06 공작(수컷) peacock 

07 heavenly 하늘의, 천국의 07 과수원, 외야 orchard 

08 heretic 이교도, 이단자 08 기뻐하다 rejoice 

09 hillside 산허리 09 노력, 시도, 애씀 endeavor 

10 hitherto 지금까지는 10 단독의 singular 

11 horseman 승마자, 기수 11 동경, 갈망, 열망 longing 

12 humility 겸손, 겸양 12 미사일 missile 

13 humorous 유머러스한 13 발하다, 빛나다 radiate 

14 immense 거대한, 막대한 14 방사, 발행, 배기 emission 

15 implant 심다, 주입시키다 15 비열한, 천한 ignoble 

16 imprint 누르다, 찍다 16 영속하는, 오래가는 lasting 

17 incline 기울이다 17 예언자, 대변자 prophet 

18 madness 광기, 열광 18 일으키다 provoke 

19 refusal 거절, 거부, 사퇴 19 주, 주권자, 제왕 monarch 

20 scarlet 주홍, 진홍색 20 주목할 만한 notable 

21 setback 방해, 좌절, 차질 21 최소의, 극미한 minimal 

22 swiftly 신속히, 빨리, 즉시 22 추정[상상]하다 presume 

23 torrent 급류, 억수, 여울 23 친족, 친척, 혈연 kindred 

24 zealous 열심인, 열광적인 24 하숙, 숙박, 주소 lod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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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 ADVANCED

    English  ⇒  Korean        Korean  ⇒  English

01 authentic 믿을 만한 01 ~에 사람을 
거주하게 하다 populate 

02 bacterium 박테리아(단수) 02 …를 누설하다 let on …  

03 beg for …(음식․돈을) 
구걸하다

03 …을 빨아들이다 suck in …

04 bilateral 양측의, 쌍무의 04 …이 좋아지다 take to …  

05 botanic(al) 식물의 05 계절의, 주기적인 seasonal 

06 flammable 가연성의 06 귀족(계급) nobility 

07 for short 생략하여 07 돌보는 사람 caretaker 

08 hereafter 지금부터는 08 불굴의 undaunted 

09 hilarious 들뜬, 명랑한 09 성가심, 불쾌감 annoyance 

10 hold back 취소하다 10 수정, 교정 amendment 

11 humanity 인류, 인간성 11 연달아 바뀌는 광경, 
전망 panorama

12 imperial 제국의, 황제의 12 연속, 연쇄 sequence 

13 in vogue 인기 있는 13 인접한, 부근의 adjoining 

14 incessant 끊임없는 14 장치, 기구, 기계 apparatus 

15 rationale 이론적 설명 15 적외선, 적외선의 infrared 

16 regretful 후회하는 16 전시관, 대형천막 pavilion 

17 renovate ~을 새롭게 하다 17 절연[단열, 
방음]하다 insulate 

18 repayment  되갚기, 상환 18 진자, 흔들리는 추 pendulum

19 rule out … …을 제외시키다 19 질식[사]하다 suffocate 

20 taxation 과세, 징세 20 청원, 탄원, 진정 petition 

21 telecast 텔레비전 방송 21 최소[최저]로 하다 minimize 

22 trade-off 거래, 타협 22 탄화시키다 carbonate 

23 validity 정당함, 타당성 23 확고부동한 steadfast 

24 vehement  격렬한, 맹렬한 24 회의적인 sceptic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