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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conglomerate N. 대기업, 단체

152 congregate Vt. 모이다, 소집하다   A. 집단의

153 congruous A. 일치하는, 좋아하는

154 conjecture N. 어림짐작   Vt. 추측하다

155 conjugal A. 부부의, 혼인상의

156 conservative
A. (정치, 사람, 생각 등) 보수적인  

N. 보수주의자

157 considerable A. 상당한   N. 다량

158 console Vt. 위로하다

159 conspicuous A. 눈에 잘 띄는, 뚜렷한

160 contagious A. 전염되는

161 contaminate Vt. 오염시키다, 더럽히다

162 contempt N. 경멸, 멸시

163 contentious A. 논쟁하기 좋아하는

164 context N. (일의) 전/후, (상황, 글의) 맥락

165 contingent A. 조건부의, 불확실한

166 contract N. 계약, 약정   Vt. 계약하다

167 contradict Vt. 반박하다, 부인하다

168 contrite Vt. 뉘우치는, 회개하는

169 controversial A. 논란이 많은, 쟁점이 되는

170 conventional A. 독창성이 없는, 전통적인

171 converge
Vt. (사람 등이) 모여들다, 

    (의견, 생각 등이) 수렴되다

172 convert Vt. 전환시키다, 개조하다

173 cordial A. 화기애애한

174 counterfeit A. 위조의, 모조품   Vt. 위조하다

175 courteous A. 공손한, 예의바른

176 crash N. 추락, 충돌   Vt. 추락하다

177 credulous A. 잘 믿는, 잘 속는

178 criterion N. (판단이나 결정을 위한) 기준

179 critical A. 비판적인, 매우 중요한

180 crucial A. 결정적인, 중요한

181 crude A. 거친, 조잡한

182 cryptic A. 비 스러운, 비 에

183 culprit N. 범인, 문제의 원인

184 cultivate Vt. 경작하다, 육성하다

185 cumbersome A. 크고 무거운, 성가신

186 curb N. 재갈   Vt. 억제하다, 제한하다

187 curtail Vt. 축소시키다

188 dearth N. 부족, 결핍

189 debris N. 잔해, 파편

190 deceptive A. 믿을 수 없는, 속이는

191 decimate Vt. 대량으로 죽이다, 격감시키다

192 decipher Vt. 해독하다

193 decline Vt. 거절하다  N. 하락

194 decrepit A. 노후한

195 defect N. 결점, 장애, 단점   V. 망명하다

196 defer Vt. 연기하다, 미루다

197 defiant A. 반항하는, 저항하는

198 deficiency N. 결핍, 부족

199 delegate
Vt. (권한, 임무, 책임 등을) 위임하다  

N. 대의원, 대표

200 delineate Vt. 윤곽을 그리다, 묘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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