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rick 속임수 31 atmosphere 분위기

2 statistics 통계 자료 32 fill out ~을 작성하다

3 commercial (텔레비전·라디오의) 광고 33 normal 보통의

4
come into contact
with

~와 접촉하다, 만나다 34 reaction 반응, 의견

5 figure 수치 35 voluntary 자발적인

6 generally 일반적으로 36 sampling 표본 추출

7 rating 평점 37 biased 편향된

8 review 논평, 비평 38 in favor of ~에 지지하여

9 similarly 마찬가지로 39 underrepresent 실제보다 적게 표시하다

10 fasten 착용하다 40 moderate 중도의

11 survive 생존하다 41 leap to conclusions 성급한 결론을 내리다

12 play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다 42 trap 함정

13 present 제시하다 43 corporation 기업

14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44 employee 직원, 고용인

15 misuse 악용하다 45 well-paying 보수가 좋은

16 sample 표본 46 recruit 뽑다, 모집하다

17 liquid 액상의 47 competent 유능한

18 soap 비누 48 candidate 지원자

19 claim 주장하다 49 distribute 배부하다

20 independent 독립[독자]적인 50 press release 보도 자료

21 laboratory 실험실, 연구소 51 yearly salary 연봉

22 guarantee 보장하다 52 spread 퍼뜨리다

23 agency 대행사, (정부) 기관 53 depending on ~에 따라

24 noticeable 뚜렷한 54 illustration 삽화

25 defective 결함이 있는 55 term 용어

26 a wide range of 다양한 56 indicate 가리키다

27 misleading 오해의 소지가 있는 57 mean 산술 평균

28 purpose 목적 58 calculate 계산하다

29 random 무작위의 59 value 값

30 survey (설문)조사 60 median 중앙값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mode 최빈값 91 in detail 상세하게

62 frequently 자주 92 judge 판단하다

63 a handful of 소수의

64 perceive 인지하다

65 deceptively 기만적으로, 믿을 수 없이

66 convincing 설득력 있는

67 sort 종류

68 accurate 정확한

69 display 보여 주다

70 raw
원료 그대로의, 처리되지

않은

71 misrepresent 잘못 표현하다

72 vertical 세로의

73 axis 축

74 modest 적당한

75 notable 주목할 만한

76 argument 논거, 주장

77 hence 이런 이유로

78 unit 단위

79 horizontal 가로의

80 assume 추정하다

81 emphasize 강조하다

82 state 말하다, 진술하다

83 debate 토론

84 support 뒷받침하다

85 reinforce 강화하다

86 proper 적절한

87 objective 객관적인

88 convince ~ of ∙∙∙ ~에게 ∙∙∙를 납득시키다

89 come across 우연히 마주치다

90 blindly 맹목적으로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3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rick 31 atmosphere

2 statistics 32 fill out

3 commercial 33 normal

4
come into contact
with

34 reaction

5 figure 35 voluntary

6 generally 36 sampling

7 rating 37 biased

8 review 38 in favor of

9 similarly 39 underrepresent

10 fasten 40 moderate

11 survive 41 leap to conclusions

12 play an important role 42 trap

13 present 43 corporation

14 unfortunately 44 employee

15 misuse 45 well-paying

16 sample 46 recruit

17 liquid 47 competent

18 soap 48 candidate

19 claim 49 distribute

20 independent 50 press release

21 laboratory 51 yearly salary

22 guarantee 52 spread

23 agency 53 depending on

24 noticeable 54 illustration

25 defective 55 term

26 a wide range of 56 indicate

27 misleading 57 mean

28 purpose 58 calculate

29 random 59 value

30 survey 60 median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mode 91 in detail

62 frequently 92 judge

63 a handful of

64 perceive

65 deceptively

66 convincing

67 sort

68 accurate

69 display

70 raw

71 misrepresent

72 vertical

73 axis

74 modest

75 notable

76 argument

77 hence

78 unit

79 horizontal

80 assume

81 emphasize

82 state

83 debate

84 support

85 reinforce

86 proper

87 objective

88 convince ~ of ∙∙∙

89 come across

90 blindly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3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andom 31 in detail

2 misleading 32 in favor of

3 voluntary 33 trap

4 judge 34 raw

5 noticeable 35 fill out

6 sort 36 biased

7 deceptively 37 leap to conclusions

8 state 38 convincing

9 generally 39 review

10 figure 40 guarantee

11 display 41 liquid

12 misuse 42 illustration

13 depending on 43 unit

14 median 44 proper

15 rating 45
come into contact
with

16 come across 46 purpose

17 blindly 47 unfortunately

18 employee 48 accurate

19 survive 49 commercial

20 agency 50 horizontal

21 spread 51 independent

22 objective 52 mean

23 vertical 53 present

24 sampling 54 distribute

25 statistics 55 argument

26 notable 56 trick

27 press release 57 competent

28 axis 58 candidate

29 survey 59 laboratory

30 well-paying 60 convince ~ of ∙∙∙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3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무작위의 31 상세하게

2 오해의 소지가 있는 32 ~에 지지하여

3 자발적인 33 함정

4 판단하다 34
원료 그대로의, 처리되지

않은

5 뚜렷한 35 ~을 작성하다

6 종류 36 편향된

7 기만적으로, 믿을 수 없이 37 성급한 결론을 내리다

8 말하다, 진술하다 38 설득력 있는

9 일반적으로 39 논평, 비평

10 수치 40 보장하다

11 보여 주다 41 액상의

12 악용하다 42 삽화

13 ~에 따라 43 단위

14 중앙값 44 적절한

15 평점 45 ~와 접촉하다, 만나다

16 우연히 마주치다 46 목적

17 맹목적으로 47 안타깝게도

18 직원, 고용인 48 정확한

19 생존하다 49 (텔레비전·라디오의) 광고

20 대행사, (정부) 기관 50 가로의

21 퍼뜨리다 51 독립[독자]적인

22 객관적인 52 산술 평균

23 세로의 53 제시하다

24 표본 추출 54 배부하다

25 통계 자료 55 논거, 주장

26 주목할 만한 56 속임수

27 보도 자료 57 유능한

28 축 58 지원자

29 (설문)조사 59 실험실, 연구소

30 보수가 좋은 60 ~에게 ∙∙∙를 납득시키다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3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andom 31 in detail

2 misleading 32 in favor of

3 voluntary 33 trap

4 judge 34 raw

5 noticeable 35 fill out

6 종류 36 편향된

7 기만적으로, 믿을 수 없이 37 성급한 결론을 내리다

8 말하다, 진술하다 38 설득력 있는

9 일반적으로 39 논평, 비평

10 수치 40 보장하다

11 display 41 liquid

12 misuse 42 illustration

13 depending on 43 unit

14 median 44 proper

15 rating 45
come into contact
with

16 우연히 마주치다 46 목적

17 맹목적으로 47 안타깝게도

18 직원, 고용인 48 정확한

19 생존하다 49 (텔레비전·라디오의) 광고

20 대행사, (정부) 기관 50 가로의

21 spread 51 independent

22 objective 52 mean

23 vertical 53 present

24 sampling 54 distribute

25 statistics 55 argument

26 주목할 만한 56 속임수

27 보도 자료 57 유능한

28 축 58 지원자

29 (설문)조사 59 실험실, 연구소

30 보수가 좋은 60 ~에게 ∙∙∙를 납득시키다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3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andom 무작위의 31 in detail 상세하게

2 misleading 오해의 소지가 있는 32 in favor of ~에 지지하여

3 voluntary 자발적인 33 trap 함정

4 judge 판단하다 34 raw
원료 그대로의, 처리되지

않은

5 noticeable 뚜렷한 35 fill out ~을 작성하다

6 sort 종류 36 biased 편향된

7 deceptively 기만적으로, 믿을 수 없이 37 leap to conclusions 성급한 결론을 내리다

8 state 말하다, 진술하다 38 convincing 설득력 있는

9 generally 일반적으로 39 review 논평, 비평

10 figure 수치 40 guarantee 보장하다

11 display 보여 주다 41 liquid 액상의

12 misuse 악용하다 42 illustration 삽화

13 depending on ~에 따라 43 unit 단위

14 median 중앙값 44 proper 적절한

15 rating 평점 45
come into contact
with

~와 접촉하다, 만나다

16 come across 우연히 마주치다 46 purpose 목적

17 blindly 맹목적으로 47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18 employee 직원, 고용인 48 accurate 정확한

19 survive 생존하다 49 commercial (텔레비전·라디오의) 광고

20 agency 대행사, (정부) 기관 50 horizontal 가로의

21 spread 퍼뜨리다 51 independent 독립[독자]적인

22 objective 객관적인 52 mean 산술 평균

23 vertical 세로의 53 present 제시하다

24 sampling 표본 추출 54 distribute 배부하다

25 statistics 통계 자료 55 argument 논거, 주장

26 notable 주목할 만한 56 trick 속임수

27 press release 보도 자료 57 competent 유능한

28 axis 축 58 candidate 지원자

29 survey (설문)조사 59 laboratory 실험실, 연구소

30 well-paying 보수가 좋은 60 convince ~ of ∙∙∙ ~에게 ∙∙∙를 납득시키다

능률 2 영어 (김성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