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회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scape 벗어나다 31 introduction 도입

2 demonstration 시범, 시연 32 unproven 입증되지 않은

3 registration 등록 33 disastrous 비참한

4 refund 환불 34 consequence 결과

5 prior to ~이전에 35 disorder 질환

6 harbor 항구 36 estimate 추정하다

7 monument 기념비 37 evaluate 평가하다

8 cemetery 묘지, 묘역 38 approve 승인하다

9 accompany 동반하다 39 manufacturer 제조업자

10 admission 입장료 40 investigate 연구하다, 조사하다

11 cancellation 취소 41 biologist 생물학자

12 policy 정책 42 extensive 긴, 막대한

13 in advance of ~보다 앞에 43 observe 관찰하다

14 intellectual 지적인 44 outgoing 나가는, 출발하는

15 light 시각 45 lane 길, 차선

16 acquire 익히다, 습득하다 46 navigate 나아가다, 항해하다

17 suppose 가정하다 47 cooperation 협력

18 revealing
흥미로운 사실을 드러내는

[보여 주는]
48 collective 공동의

19 elevate 고양시키다 49 complete 완전한

20 with regard to ~에 관해서 50 propel ~ to...
~가 …하도록 촉진[추진]하

다

21 guarantee 보장 51 efficiency 효율성

22 attitude 태도 52 entrap (함정에) 빠뜨리다

23 rewarding 보상을 주는 53 paradigm 패러다임

24 outweigh
~보다 가치가 있다, ~보다

중요하다
54 expert 전문가

25 be capable of ~을 할 수 있다 55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26 resolution 결심 56 molecular 분자의

27 willpower 의지력 57 biochemist 생화학자

28 sufficient 충분한 58 physicist 물리학자

29 enlist 얻다 59 possess 소유하다

30 widespread 널리 퍼진, 광범위한 60 gambler 도박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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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liver 간 91 anticipate 예상하다

62 re-grow 다시 자라다 92 assume 가정하다

63 compensate for ~을 상쇄하다 93 gossip 험담하다

64 quit 멈추다, 그만두다 94 firm 회사

65 oxygen 산소 95 strive to ~하려고 애쓰다

66 carbon monoxide 일산화탄소 96 thereby 그것으로 인해

67 properly 제대로 97 competitor 경쟁자

68 dramatically 극적으로 98 imitate 모방하다

69 alter 경고하다 99 innovating 혁신적인

70 exercise 역량을 발휘하다 100 profit 이익

71 regulate 조절하다 101 take place 발생하다

72 interpret 해석하다 102 barrier 장벽

73 take ~ into account ~을 고려하다 103 patent 특허

74 guide 인도하다 104 copyright 저작권

75 exploration 탐험 105 secrecy 비밀 엄수

76 venture into 위험을 무릅쓰고 ~로 가다 106 fundamental 기본적인

77 approval 승인 107 devote ~을 바치다

78 commentary 해설 108 involve 포함하다

79 whereas 반면에 109 individual 개체

80 withdraw 물러나다 110 genetically 유전적으로

81 curl up 웅크리고 있다 111 behaviorally 행동적으로

82 freeze 얼어붙다 112 speculate 추측하다

83 react 반응하다 113 evolve 진화하다

84 idiot 바보 114 communicative 의사소통을 잘하는

85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115 convey 전달하다, 전하다

86 blushing 얼굴이 붉어짐 116 external 외부의

87 at best 기껏해야 117 recognizable 알아볼 수 있는

88 conclusion 결론 118 bond 유대, 유대감

89 interpretation 해석 119 turn out to ~인 것으로 판명되다

90 evidence 증거 120 psychological 심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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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physiological 생리적인 151 apologize 사과하다

122 involved 관련된 152 relieved 안도한

123 aggressive 공격적인 153 politely 정중하게

124 nurture 양육하다 154 inappropriate 부적절한

125 mammal 포유류 155 supervisor 관리자

126 recognize 인지하다

127 attend to ~을 돌보다

128 threaten 위협하다

129 development 개발

130 aid 도움

131 coalition 연합

132 get along 잘 지내다

133 preferable 더 나은

134 deprivation 박탈

135 strategy 전략

136 induce 유도하다

137 sibling 형제자매

138 deceased 죽은

139 possession 소유물

140 auction 경매

141 spouse 배우자

142 divorce 이혼

143 management 관리

144 harmonious 조화로운

145 rear 기르다, 부양하다

146 stormy 폭풍우가 심한

147 delay 지연하다

148 cancel 취소하다

149 announce 알리다, 방송하다

150 briefcase 서류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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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회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scape 31 introduction

2 demonstration 32 unproven

3 registration 33 disastrous

4 refund 34 consequence

5 prior to 35 disorder

6 harbor 36 estimate

7 monument 37 evaluate

8 cemetery 38 approve

9 accompany 39 manufacturer

10 admission 40 investigate

11 cancellation 41 biologist

12 policy 42 extensive

13 in advance of 43 observe

14 intellectual 44 outgoing

15 light 45 lane

16 acquire 46 navigate

17 suppose 47 cooperation

18 revealing 48 collective

19 elevate 49 complete

20 with regard to 50 propel ~ to...

21 guarantee 51 efficiency

22 attitude 52 entrap

23 rewarding 53 paradigm

24 outweigh 54 expert

25 be capable of 55 consequently

26 resolution 56 molecular

27 willpower 57 biochemist

28 sufficient 58 physicist

29 enlist 59 possess

30 widespread 60 gamb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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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liver 91 anticipate

62 re-grow 92 assume

63 compensate for 93 gossip

64 quit 94 firm

65 oxygen 95 strive to

66 carbon monoxide 96 thereby

67 properly 97 competitor

68 dramatically 98 imitate

69 alter 99 innovating

70 exercise 100 profit

71 regulate 101 take place

72 interpret 102 barrier

73 take ~ into account 103 patent

74 guide 104 copyright

75 exploration 105 secrecy

76 venture into 106 fundamental

77 approval 107 devote

78 commentary 108 involve

79 whereas 109 individual

80 withdraw 110 genetically

81 curl up 111 behaviorally

82 freeze 112 speculate

83 react 113 evolve

84 idiot 114 communicative

85 invisible 115 convey

86 blushing 116 external

87 at best 117 recognizable

88 conclusion 118 bond

89 interpretation 119 turn out to

90 evidence 120 psych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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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회

English Korean English

121 physiological 151 apologize

122 involved 152 relieved

123 aggressive 153 politely

124 nurture 154 inappropriate

125 mammal 155 supervisor

126 recognize

127 attend to

128 threaten

129 development

130 aid

131 coalition

132 get along

133 preferable

134 deprivation

135 strategy

136 induce

137 sibling

138 deceased

139 possession

140 auction

141 spouse

142 divorce

143 management

144 harmonious

145 rear

146 stormy

147 delay

148 cancel

149 announce

150 brief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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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회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mpetitor 31 suppose

2 firm 32 turn out to

3 biochemist 33 biologist

4 freeze 34 admission

5 involved 35 complete

6 assume 36 inappropriate

7 briefcase 37 propel ~ to...

8 attitude 38 physiological

9 paradigm 39 entrap

10 exercise 40 withdraw

11 with regard to 41 innovating

12 copyright 42 recognize

13 barrier 43 react

14 approval 44 sibling

15 strategy 45 collective

16 cemetery 46 rewarding

17 interpretation 47 policy

18 communicative 48 aggressive

19 sufficient 49 exploration

20 evidence 50 conclusion

21 gossip 51 anticipate

22 consequence 52 compensate for

23 resolution 53 estimate

24 cancel 54 politely

25 aid 55 possession

26 guarantee 56 idiot

27 secrecy 57 stormy

28 intellectual 58 approve

29 expert 59 genetically

30 observe 60 re-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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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회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경쟁자 31 가정하다

2 회사 32 ~인 것으로 판명되다

3 생화학자 33 생물학자

4 얼어붙다 34 입장료

5 관련된 35 완전한

6 가정하다 36 부적절한

7 서류 가방 37
~가 …하도록 촉진[추진]하

다

8 태도 38 생리적인

9 패러다임 39 (함정에) 빠뜨리다

10 역량을 발휘하다 40 물러나다

11 ~에 관해서 41 혁신적인

12 저작권 42 인지하다

13 장벽 43 반응하다

14 승인 44 형제자매

15 전략 45 공동의

16 묘지, 묘역 46 보상을 주는

17 해석 47 정책

18 의사소통을 잘하는 48 공격적인

19 충분한 49 탐험

20 증거 50 결론

21 험담하다 51 예상하다

22 결과 52 ~을 상쇄하다

23 결심 53 추정하다

24 취소하다 54 정중하게

25 도움 55 소유물

26 보장 56 바보

27 비밀 엄수 57 폭풍우가 심한

28 지적인 58 승인하다

29 전문가 59 유전적으로

30 관찰하다 60 다시 자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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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회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mpetitor 31 suppose

2 firm 32 turn out to

3 biochemist 33 biologist

4 freeze 34 admission

5 involved 35 complete

6 가정하다 36 부적절한

7 서류 가방 37
~가 …하도록 촉진[추진]하

다

8 태도 38 생리적인

9 패러다임 39 (함정에) 빠뜨리다

10 역량을 발휘하다 40 물러나다

11 with regard to 41 innovating

12 copyright 42 recognize

13 barrier 43 react

14 approval 44 sibling

15 strategy 45 collective

16 묘지, 묘역 46 보상을 주는

17 해석 47 정책

18 의사소통을 잘하는 48 공격적인

19 충분한 49 탐험

20 증거 50 결론

21 gossip 51 anticipate

22 consequence 52 compensate for

23 resolution 53 estimate

24 cancel 54 politely

25 aid 55 possession

26 보장 56 바보

27 비밀 엄수 57 폭풍우가 심한

28 지적인 58 승인하다

29 전문가 59 유전적으로

30 관찰하다 60 다시 자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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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회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mpetitor 경쟁자 31 suppose 가정하다

2 firm 회사 32 turn out to ~인 것으로 판명되다

3 biochemist 생화학자 33 biologist 생물학자

4 freeze 얼어붙다 34 admission 입장료

5 involved 관련된 35 complete 완전한

6 assume 가정하다 36 inappropriate 부적절한

7 briefcase 서류 가방 37 propel ~ to...
~가 …하도록 촉진[추진]하

다

8 attitude 태도 38 physiological 생리적인

9 paradigm 패러다임 39 entrap (함정에) 빠뜨리다

10 exercise 역량을 발휘하다 40 withdraw 물러나다

11 with regard to ~에 관해서 41 innovating 혁신적인

12 copyright 저작권 42 recognize 인지하다

13 barrier 장벽 43 react 반응하다

14 approval 승인 44 sibling 형제자매

15 strategy 전략 45 collective 공동의

16 cemetery 묘지, 묘역 46 rewarding 보상을 주는

17 interpretation 해석 47 policy 정책

18 communicative 의사소통을 잘하는 48 aggressive 공격적인

19 sufficient 충분한 49 exploration 탐험

20 evidence 증거 50 conclusion 결론

21 gossip 험담하다 51 anticipate 예상하다

22 consequence 결과 52 compensate for ~을 상쇄하다

23 resolution 결심 53 estimate 추정하다

24 cancel 취소하다 54 politely 정중하게

25 aid 도움 55 possession 소유물

26 guarantee 보장 56 idiot 바보

27 secrecy 비밀 엄수 57 stormy 폭풍우가 심한

28 intellectual 지적인 58 approve 승인하다

29 expert 전문가 59 genetically 유전적으로

30 observe 관찰하다 60 re-grow 다시 자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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