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2 회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ypothesize 가정하다 31 account for 차지하다

2 rigid 엄격한 32 predate ~보다 먼저 오다

3 unresponsive 반응이 늦은, 둔감한 33 pathway 길, 경로

4 avoidant 회피성의 34 assault 폭행

5 adulthood 성인기 35 crusade 운동

6 come into play 작동하기 시작하다 36 against ~에 반대하여

7 superficial 피상적인 37 sexual harassment 성희롱

8 connotation 내포하는 의미, 함축 38 empowerment 권한부여

9 reverse 뒤집다 39 advocacy 지지, 옹호

10 restrictive 제한하는 40 significant 중요한

11 lethal 치명적인 41 homelessness 노숙

12 grasp 이해하다 42 raise awareness 의식을 높이다

13 reframe 다시 구성하다 43 cash prize 상금

14 inferior 열등한 44 fundraiser 모금행사

15 mindset 사고방식 45 pass 출입증

16 illusion 환상 46 include 포함하다

17 frustrate 좌절시키다 47 deal 거래

18 disorder 병, 무질서 48 commence 시작하다

19 fondness 호감 49 auction 경매

20 but 단지 50 submit 제출하다

21 relatively 비교적 51 limited 제한된, 한정된

22 routine 일상 52 allocate 배분하다, 할당하다

23 enormous 막대한 53 rental 임대료, 사용료

24 productivity 생산성 54 property 재산

25 financial 재정의 55 royalty 저작권 사용료

26 security 안전 56 investment 투자

27 access 접속하다 57 cultivate 경작하다, 일구다

28 mention 언급하다 58 constant 지속적인

29 majority 대다수의 59 aside from ~을 제외하고

30 participant 참가자 60 maintenance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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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asset 자산, 재산 91 odds 가능성

62 potential 잠재적인 92 optimal 최적의

63 autopilot 자동 조정장치 93 be tempted to ~하라고 유혹받다

64 considerable 중요한, 상당한 94 stock 주식

65 occasional 이따금의 95 mind 사람, 지성(인)

66 upkeep 유지(비) 96 constantly 끊임없이

67 value 가치 97 collectively 집합적으로, 총괄하여

68 follower 추종자 98 share price 주가

69 mistakenly 잘못하여 99 overly 지나치게

70 define 정의하다 100 optimistic 낙관적인

71 go after ~을 추구하다 101 dump
버리다, (낮은 가격에) 팔아

치우다

72 result in 결과적으로 ~이 되다 102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73 attain 달성하다 103 forward-looking 미래지향적인

74 frustration 좌절 104 bloom 꽃을 피우다

75 insult 모욕하다 105 coverage 보도

76 speak up 거리낌 없이 말하다 106 in truth 사실

77 assert 주장하다 107 Shakespearean 셰익스피어(시대)의

78 stand behind 후원하다, 뒤에서 밀어주다 108 depart from ~에서 떠나다, 벗어나다

79 conviction 신념, 확신 109 convention 관례

80 be willing to 기꺼이 ~하다 110 explosion 폭발(적인 증가)

81 perceive 인지하다 111 endeavor 노력, 시도

82 previous 이전의 112 norm 표준, 규범

83 revolving 회전하는 113 consistently 일관적으로

84 upscale 고상한, 화려한 114 exceed ~을 능가하다

85 attentive 예의 바른, 친절한 115 expertise 전문지식

86 server 서빙하는 사람, 웨이터 116 be good at ~에 능숙하다

87 delegate 대표로 임명하다 117 competency 능력

88 finding
(조사 , 연구 등의) 결과[결

론]
118 complement 보완하다

89 attribute ~의 결과로 보다 119 never-ending 끝없는

90 anxiety 걱정, 불안 120 mere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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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inch 조금씩 움직이다 151 psychiatric 정신 의학의

122 ordinary 평범한 152 inpatients 입원환자

123 extraordinary 비범한 153 chronic 만성적인

124 navigate 항해하다 154 obvious 명백한

125 get ahead 성공하다 155 unwittingly 자신도 모르게

126 replace 대신하다 156 examiner 시험관

127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으로 157 inadequate 부적절한

128 straightforward 간단한 158 unconscious 무의식적인

129 baseline 기준선 159 responsible for ~에 원인이 있는

130
keep one’s head
down

남의 관심을 끄는 짓을 피

하다
160 distinction 차이

131 blurred 흐릿한 161 confirm 확증하다

132 accelerate 빨라지다 162 separate 분리된, 독립된

133 chaotic 혼란한 163 cognitive 인식의

134 reflect on ~에 대해 숙고하다 164 rational 합리적인

135 profound 엄청난, 심오한 165 explicit 분명한, 명쾌한

136 in the light of ~의 관점에서 166 adhere to ~을 고수하다, 지키다

137 distinguish 구별하다 167 enhance 높이다, 향상시키다

138 wholeness 전체성 168 retain 계속 유지하다, 보유하다

139 incline ~쪽으로 기울게 하다 169 brilliant (재능이) 뛰어난, 우수한

140 interconnectedness 상호연결성 170 factory floor 작업현장

141 preoccupied 사로잡힌, 정신이 팔린 171 buzz around 부산하게 돌아다니다

142 sufficiently 충분히 172 drop in on ~에게 들르다

143 solid 단단한 173 all in all 대체로

144 gaping 크게 갈라진 174 muse 혼잣말을 하다

145 fundamental 근본적인, 중요한 175 appreciate 인식하다

146 vague 모호한, 애매한 176 make-or-break 성패를 좌우하는

147 immune system 면역 체계 177 ascend 오르다

148 in isolation 별개로 178 chain of command 지휘[명령]계통

149 suppress 억압하다 179 monarchy 군주제

150 implication 영향 180 bust one’s hump 맹렬히 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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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81 enthrall 마음을 사로잡다

182 dispirited 낙심한

183 monologue 독백

184 verbalize 말로 나타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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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회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ypothesize 31 account for

2 rigid 32 predate

3 unresponsive 33 pathway

4 avoidant 34 assault

5 adulthood 35 crusade

6 come into play 36 against

7 superficial 37 sexual harassment

8 connotation 38 empowerment

9 reverse 39 advocacy

10 restrictive 40 significant

11 lethal 41 homelessness

12 grasp 42 raise awareness

13 reframe 43 cash prize

14 inferior 44 fundraiser

15 mindset 45 pass

16 illusion 46 include

17 frustrate 47 deal

18 disorder 48 commence

19 fondness 49 auction

20 but 50 submit

21 relatively 51 limited

22 routine 52 allocate

23 enormous 53 rental

24 productivity 54 property

25 financial 55 royalty

26 security 56 investment

27 access 57 cultivate

28 mention 58 constant

29 majority 59 aside from

30 participant 60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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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asset 91 odds

62 potential 92 optimal

63 autopilot 93 be tempted to

64 considerable 94 stock

65 occasional 95 mind

66 upkeep 96 constantly

67 value 97 collectively

68 follower 98 share price

69 mistakenly 99 overly

70 define 100 optimistic

71 go after 101 dump

72 result in 102 accordingly

73 attain 103 forward-looking

74 frustration 104 bloom

75 insult 105 coverage

76 speak up 106 in truth

77 assert 107 Shakespearean

78 stand behind 108 depart from

79 conviction 109 convention

80 be willing to 110 explosion

81 perceive 111 endeavor

82 previous 112 norm

83 revolving 113 consistently

84 upscale 114 exceed

85 attentive 115 expertise

86 server 116 be good at

87 delegate 117 competency

88 finding 118 complement

89 attribute 119 never-ending

90 anxiety 120 m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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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inch 151 psychiatric

122 ordinary 152 inpatients

123 extraordinary 153 chronic

124 navigate 154 obvious

125 get ahead 155 unwittingly

126 replace 156 examiner

127
to make matters
worse

157 inadequate

128 straightforward 158 unconscious

129 baseline 159 responsible for

130
keep one’s head
down

160 distinction

131 blurred 161 confirm

132 accelerate 162 separate

133 chaotic 163 cognitive

134 reflect on 164 rational

135 profound 165 explicit

136 in the light of 166 adhere to

137 distinguish 167 enhance

138 wholeness 168 retain

139 incline 169 brilliant

140 interconnectedness 170 factory floor

141 preoccupied 171 buzz around

142 sufficiently 172 drop in on

143 solid 173 all in all

144 gaping 174 muse

145 fundamental 175 appreciate

146 vague 176 make-or-break

147 immune system 177 ascend

148 in isolation 178 chain of command

149 suppress 179 monarchy

150 implication 180 bust one’s h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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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81 enthrall

182 dispirited

183 monologue

184 verba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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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회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orward-looking 31 chronic

2 frustration 32 asset

3 inadequate 33 baseline

4 enhance 34 against

5 interconnectedness 35 anxiety

6 optimal 36 cultivate

7 stock 37 rigid

8 make-or-break 38 majority

9 speak up 39 preoccupied

10 financial 40 mere

11 accelerate 41 deal

12 inch 42 routine

13 consistently 43 attain

14 enthrall 44 ordinary

15 be good at 45 pathway

16 commence 46 attentive

17 immune system 47 unconscious

18
keep one’s head
down

48 explosion

19 potential 49 mistakenly

20 extraordinary 50 monologue

21 brilliant 51 value

22 solid 52 occasional

23 depart from 53 monarchy

24 verbalize 54 convention

25 norm 55 mindset

26 superficial 56 considerable

27 insult 57 include

28 relatively 58 dispirited

29 odds 59 sexual harassment

30 in the light of 60 psychia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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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회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미래지향적인 31 만성적인

2 좌절 32 자산, 재산

3 부적절한 33 기준선

4 높이다, 향상시키다 34 ~에 반대하여

5 상호연결성 35 걱정, 불안

6 최적의 36 경작하다, 일구다

7 주식 37 엄격한

8 성패를 좌우하는 38 대다수의

9 거리낌 없이 말하다 39 사로잡힌, 정신이 팔린

10 재정의 40 단지

11 빨라지다 41 거래

12 조금씩 움직이다 42 일상

13 일관적으로 43 달성하다

14 마음을 사로잡다 44 평범한

15 ~에 능숙하다 45 길, 경로

16 시작하다 46 예의 바른, 친절한

17 면역 체계 47 무의식적인

18
남의 관심을 끄는 짓을 피

하다
48 폭발(적인 증가)

19 잠재적인 49 잘못하여

20 비범한 50 독백

21 (재능이) 뛰어난, 우수한 51 가치

22 단단한 52 이따금의

23 ~에서 떠나다, 벗어나다 53 군주제

24 말로 나타내다 54 관례

25 표준, 규범 55 사고방식

26 피상적인 56 중요한, 상당한

27 모욕하다 57 포함하다

28 비교적 58 낙심한

29 가능성 59 성희롱

30 ~의 관점에서 60 정신 의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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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회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orward-looking 31 chronic

2 frustration 32 asset

3 inadequate 33 baseline

4 enhance 34 against

5 interconnectedness 35 anxiety

6 최적의 36 경작하다, 일구다

7 주식 37 엄격한

8 성패를 좌우하는 38 대다수의

9 거리낌 없이 말하다 39 사로잡힌, 정신이 팔린

10 재정의 40 단지

11 accelerate 41 deal

12 inch 42 routine

13 consistently 43 attain

14 enthrall 44 ordinary

15 be good at 45 pathway

16 시작하다 46 예의 바른, 친절한

17 면역 체계 47 무의식적인

18
남의 관심을 끄는 짓을 피

하다
48 폭발(적인 증가)

19 잠재적인 49 잘못하여

20 비범한 50 독백

21 brilliant 51 value

22 solid 52 occasional

23 depart from 53 monarchy

24 verbalize 54 convention

25 norm 55 mindset

26 피상적인 56 중요한, 상당한

27 모욕하다 57 포함하다

28 비교적 58 낙심한

29 가능성 59 성희롱

30 ~의 관점에서 60 정신 의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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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회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orward-looking 미래지향적인 31 chronic 만성적인

2 frustration 좌절 32 asset 자산, 재산

3 inadequate 부적절한 33 baseline 기준선

4 enhance 높이다, 향상시키다 34 against ~에 반대하여

5 interconnectedness 상호연결성 35 anxiety 걱정, 불안

6 optimal 최적의 36 cultivate 경작하다, 일구다

7 stock 주식 37 rigid 엄격한

8 make-or-break 성패를 좌우하는 38 majority 대다수의

9 speak up 거리낌 없이 말하다 39 preoccupied 사로잡힌, 정신이 팔린

10 financial 재정의 40 mere 단지

11 accelerate 빨라지다 41 deal 거래

12 inch 조금씩 움직이다 42 routine 일상

13 consistently 일관적으로 43 attain 달성하다

14 enthrall 마음을 사로잡다 44 ordinary 평범한

15 be good at ~에 능숙하다 45 pathway 길, 경로

16 commence 시작하다 46 attentive 예의 바른, 친절한

17 immune system 면역 체계 47 unconscious 무의식적인

18
keep one’s head
down

남의 관심을 끄는 짓을 피

하다
48 explosion 폭발(적인 증가)

19 potential 잠재적인 49 mistakenly 잘못하여

20 extraordinary 비범한 50 monologue 독백

21 brilliant (재능이) 뛰어난, 우수한 51 value 가치

22 solid 단단한 52 occasional 이따금의

23 depart from ~에서 떠나다, 벗어나다 53 monarchy 군주제

24 verbalize 말로 나타내다 54 convention 관례

25 norm 표준, 규범 55 mindset 사고방식

26 superficial 피상적인 56 considerable 중요한, 상당한

27 insult 모욕하다 57 include 포함하다

28 relatively 비교적 58 dispirited 낙심한

29 odds 가능성 59 sexual harassment 성희롱

30 in the light of ~의 관점에서 60 psychiatric 정신 의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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