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회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elivery 배송 31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2 hold off 연기하다 32 interval 간격

3 delay 지연 33 accompany 동반하다

4 alternative 대체 가능한 34 accountable to ~에 대해 책임을 지는

5 assure 보장하다 35 commitment 약속

6 in force 유효하다 36 ongoing 지속적인

7 accept 받아들이다 37 ordinary 평범한

8 apology 사과 38 scholarly 학문적인

9 parallel 위도(선), 평행한 39 profession 직업

10 yearn 갈망하다, 동경하다 40 realm 분야

11 dominate 지배하다 41 a sequence of 일련의

12 untrodden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42 interrelated 상호 관련된

13 magnificent 장관의, 아름다운 43 unfold 펼쳐지다

14 destined ~할 운명인 44 intensely 강렬하게

15 fringe 주변, 둘레 45 compliment 칭찬하다

16 bush plane 경비행기 46 attachment 애착

17 overnight 하루아침에 47 implication 의미

18 false 잘못된 48 urge 촉구하다

19 discourage A from B A가 B하지 하다 49 rural 시골의

20 comfort 편안함 50 low-impact
저영향의,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21 convenience 편리함 51 industrialization 산업화

22 mere 단순한 52 bandwagon 대열, 대세

23 patience 인내심 53 argument 주장

24 justification 정당화 54 define 정의하다

25 policy 정책 55 income 수입

26 fault 잘못 56 uplift 올리다

27 duty 의무 57 degrade 훼손하다

28 overcome 압도하다 58 flaw 결함이 생기게 하다

29 make reference to ~을 언급하다 59 frequently 자주

30 repeatedly 반복적으로 60 device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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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respondent 응답자 91 infinitely 무한히

62 bachelor’s degree 학사 학위 92 chronic 만성적인

63 physics 물리학 93 deny 부정하다, 부인하다

64 astrophysics 천체 물리학 94 beholder 보는 사람

65 astronaut 우주 비행사 95 assume 추측하다, 가정하다

66 assignment 임무, 과제 96 appreciate 높이 평가하다

67 involve 포함하다 97 deficiency 결핍

68 communicator 통신사 98 particular 특별한, 특정한

69 qualified 자격이 있는 99 amuse 즐겁게 하다

70 neuroscience 신경과학 100 plot 계획하다

71 inspire 영감을 주다 101 in detail 상세히

72 submission 제출 102 autopilot 자동 조종 장치

73 nervous system 신경계 103 keep up with ~을 따라가다

74 feature
(기사를) 대서특필하다: 특

집 기사
104 draft 초안을 만들다

75 display 전시하다 105 significant 중요한

76 awareness 인식 106 improvement 향상, 개선

77 stunning 멋진 107 productive 생산적인

78 countryside 시골 108 deliberate 신중한

79 limited to ~로 제한된 109 conscious 의식적인

80 toddler 아장아장 걷는 아기 110 deliberation 숙고, 숙의

81 proceeds 수익금 111 associated with ~와 연관된

82 enhance 강화하다 112 sensitivity 민감성

83 vulnerable 취약한 113 inadequate 부적절한

84 physician 의사 114 acid 산(酸)

85 cellular 세포로 된 115 encapsulate 캡슐에 싸다

86 reverse 되돌리다 116 barrier 방벽, 장벽

87 toxic 독한, 독성이 있는 117 virtually 거의, 사실상

88 invasive 외과적인 118 intact 온전한

89 suppress 억누르다 119 trigger 촉발하다

90 symptom 증상 120 immune system 면역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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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facilitate 촉진하다 151 complicated 복잡한

122 prior to ~이전에 152 conversely 반대로

123 session 수업, 수업 시간 153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124 participant 참가자 154 elements 원리

125 engaging 마음을 끄는 155 greedy 탐욕스러운

126 formal 공식적인 156 discouraged 낙담한

127 quote 인용문 157 evidence 증거

128 appropriate 적절한 158 attitude 태도

129 supplies 물품, 공급품 159 disturbed 혼란스러운

130 examination 시험 160 assumption 가정

131 admit 인정하다 161 cleanse 정화하다

132 exaggerate 과장하다 162 indicate 나타내다

133 concept 개념 163 signify 의미하다

134 paste 풀로 붙이다 164 renewal 재생

135 influential 영향력 있는 165 digestive 소화의

136 factor 요소 166 routine 과정

137 literature 문학 167 toxin 독소

138 conscious of ~을 알고 있는 168 accumulate 축적하다

139 reflect 반영하다 169 alternate 번갈아 사용하다

140 conflict 갈등 170 remedy 치료법

141 controversy 논쟁 171 therapeutically 치료적으로

142 moral 도덕적인 172 foster 기르다

143 perception 인식 173 consciousness 의식

144 content 내용 174 remarkable 놀랄 만한

145 controversial 논란이 많은 175 consumer 소비자

146 aspect 측면 176 seek 추구하다

147 instrument 악기 177 purchase 구매하다

148 readiness 준비 178 constantly 끊임없이

149 note 음표, 음조 179 in response to ~에 반응하여

150 coordinate 조화롭게 하다 180 condition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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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81 interaction 상호작용 211 accomplishment 성취

182 physical 물리적인 212 accountable for ~에 대해 책임을 지는

183 objective 목표 213 exert 쓰다, 발휘하다

184 establish 수립하다 214 attainable 달성 가능한

185 aspiration 열망 215 district 지역구

186 be aware of ~을 알고 있다 216 administrator 관리자

187 automobile 자동차 217 remove 제거하다

188 manufacturer 제조자 218 pedal 페달을 밟다

189 prestige 위신 219 out of control 제어할 수 없는

190 status 지위 220 kick in 기능을 발휘하다

191 economical 경제적인 221 refuse 거부하다

192 adolescent 청소년 222 straighten 똑바로 세우다

193 diverse 다양한 223 groan 신음소리

194 athlete 운동선수

195 praise 칭찬

196 encouragement 격려

197 confidence 자신감

198 instruction 지시

199 inspection 조사, 검사

200 descriptive 서술하는

201 challenging 힘든

202 backfire 역효과를 낳다

203 standard 기준, 표준

204 expectation 기대(치)

205 critical 중요한

206 genuinely 진정으로, 정말로

207 engagement 참여

208 demanding 힘든

209 sense 감각

210 competence 능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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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회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elivery 31 systematically

2 hold off 32 interval

3 delay 33 accompany

4 alternative 34 accountable to

5 assure 35 commitment

6 in force 36 ongoing

7 accept 37 ordinary

8 apology 38 scholarly

9 parallel 39 profession

10 yearn 40 realm

11 dominate 41 a sequence of

12 untrodden 42 interrelated

13 magnificent 43 unfold

14 destined 44 intensely

15 fringe 45 compliment

16 bush plane 46 attachment

17 overnight 47 implication

18 false 48 urge

19 discourage A from B 49 rural

20 comfort 50 low-impact

21 convenience 51 industrialization

22 mere 52 bandwagon

23 patience 53 argument

24 justification 54 define

25 policy 55 income

26 fault 56 uplift

27 duty 57 degrade

28 overcome 58 flaw

29 make reference to 59 frequently

30 repeatedly 60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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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respondent 91 infinitely

62 bachelor’s degree 92 chronic

63 physics 93 deny

64 astrophysics 94 beholder

65 astronaut 95 assume

66 assignment 96 appreciate

67 involve 97 deficiency

68 communicator 98 particular

69 qualified 99 amuse

70 neuroscience 100 plot

71 inspire 101 in detail

72 submission 102 autopilot

73 nervous system 103 keep up with

74 feature 104 draft

75 display 105 significant

76 awareness 106 improvement

77 stunning 107 productive

78 countryside 108 deliberate

79 limited to 109 conscious

80 toddler 110 deliberation

81 proceeds 111 associated with

82 enhance 112 sensitivity

83 vulnerable 113 inadequate

84 physician 114 acid

85 cellular 115 encapsulate

86 reverse 116 barrier

87 toxic 117 virtually

88 invasive 118 intact

89 suppress 119 trigger

90 symptom 120 immun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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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facilitate 151 complicated

122 prior to 152 conversely

123 session 153 concentrate on

124 participant 154 elements

125 engaging 155 greedy

126 formal 156 discouraged

127 quote 157 evidence

128 appropriate 158 attitude

129 supplies 159 disturbed

130 examination 160 assumption

131 admit 161 cleanse

132 exaggerate 162 indicate

133 concept 163 signify

134 paste 164 renewal

135 influential 165 digestive

136 factor 166 routine

137 literature 167 toxin

138 conscious of 168 accumulate

139 reflect 169 alternate

140 conflict 170 remedy

141 controversy 171 therapeutically

142 moral 172 foster

143 perception 173 consciousness

144 content 174 remarkable

145 controversial 175 consumer

146 aspect 176 seek

147 instrument 177 purchase

148 readiness 178 constantly

149 note 179 in response to

150 coordinate 180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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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회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81 interaction 211 accomplishment

182 physical 212 accountable for

183 objective 213 exert

184 establish 214 attainable

185 aspiration 215 district

186 be aware of 216 administrator

187 automobile 217 remove

188 manufacturer 218 pedal

189 prestige 219 out of control

190 status 220 kick in

191 economical 221 refuse

192 adolescent 222 straighten

193 diverse 223 groan

194 athlete

195 praise

196 encouragement

197 confidence

198 instruction

199 inspection

200 descriptive

201 challenging

202 backfire

203 standard

204 expectation

205 critical

206 genuinely

207 engagement

208 demanding

209 sense

210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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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회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upplies 31 groan

2 associated with 32 display

3 low-impact 33 conscious

4 instrument 34 accountable for

5 ordinary 35 toddler

6 acid 36 neuroscience

7 facilitate 37 pedal

8 awareness 38 backfire

9 diverse 39 keep up with

10 a sequence of 40 particular

11 remove 41 inspire

12 chronic 42 administrator

13 beholder 43 encapsulate

14 exaggerate 44 demanding

15 nervous system 45 respondent

16 industrialization 46 flaw

17 content 47 alternative

18 concept 48 justification

19 barrier 49 vulnerable

20 kick in 50 participant

21 cleanse 51 conversely

22 overnight 52 confidence

23 adolescent 53 hold off

24 disturbed 54 condition

25 competence 55 yearn

26 degrade 56 in force

27 virtually 57 session

28 discourage A from B 58 note

29 argument 59 comfort

30 profession 60 tox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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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회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물품, 공급품 31 신음소리

2 ~와 연관된 32 전시하다

3
저영향의,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33 의식적인

4 악기 34 ~에 대해 책임을 지는

5 평범한 35 아장아장 걷는 아기

6 산(酸) 36 신경과학

7 촉진하다 37 페달을 밟다

8 인식 38 역효과를 낳다

9 다양한 39 ~을 따라가다

10 일련의 40 특별한, 특정한

11 제거하다 41 영감을 주다

12 만성적인 42 관리자

13 보는 사람 43 캡슐에 싸다

14 과장하다 44 힘든

15 신경계 45 응답자

16 산업화 46 결함이 생기게 하다

17 내용 47 대체 가능한

18 개념 48 정당화

19 방벽, 장벽 49 취약한

20 기능을 발휘하다 50 참가자

21 정화하다 51 반대로

22 하루아침에 52 자신감

23 청소년 53 연기하다

24 혼란스러운 54 조건

25 능숙함 55 갈망하다, 동경하다

26 훼손하다 56 유효하다

27 거의, 사실상 57 수업, 수업 시간

28 A가 B하지 하다 58 음표, 음조

29 주장 59 편안함

30 직업 60 독한, 독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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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회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upplies 31 groan

2 associated with 32 display

3 low-impact 33 conscious

4 instrument 34 accountable for

5 ordinary 35 toddler

6 산(酸) 36 신경과학

7 촉진하다 37 페달을 밟다

8 인식 38 역효과를 낳다

9 다양한 39 ~을 따라가다

10 일련의 40 특별한, 특정한

11 remove 41 inspire

12 chronic 42 administrator

13 beholder 43 encapsulate

14 exaggerate 44 demanding

15 nervous system 45 respondent

16 산업화 46 결함이 생기게 하다

17 내용 47 대체 가능한

18 개념 48 정당화

19 방벽, 장벽 49 취약한

20 기능을 발휘하다 50 참가자

21 cleanse 51 conversely

22 overnight 52 confidence

23 adolescent 53 hold off

24 disturbed 54 condition

25 competence 55 yearn

26 훼손하다 56 유효하다

27 거의, 사실상 57 수업, 수업 시간

28 A가 B하지 하다 58 음표, 음조

29 주장 59 편안함

30 직업 60 독한, 독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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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회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upplies 물품, 공급품 31 groan 신음소리

2 associated with ~와 연관된 32 display 전시하다

3 low-impact
저영향의,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33 conscious 의식적인

4 instrument 악기 34 accountable for ~에 대해 책임을 지는

5 ordinary 평범한 35 toddler 아장아장 걷는 아기

6 acid 산(酸) 36 neuroscience 신경과학

7 facilitate 촉진하다 37 pedal 페달을 밟다

8 awareness 인식 38 backfire 역효과를 낳다

9 diverse 다양한 39 keep up with ~을 따라가다

10 a sequence of 일련의 40 particular 특별한, 특정한

11 remove 제거하다 41 inspire 영감을 주다

12 chronic 만성적인 42 administrator 관리자

13 beholder 보는 사람 43 encapsulate 캡슐에 싸다

14 exaggerate 과장하다 44 demanding 힘든

15 nervous system 신경계 45 respondent 응답자

16 industrialization 산업화 46 flaw 결함이 생기게 하다

17 content 내용 47 alternative 대체 가능한

18 concept 개념 48 justification 정당화

19 barrier 방벽, 장벽 49 vulnerable 취약한

20 kick in 기능을 발휘하다 50 participant 참가자

21 cleanse 정화하다 51 conversely 반대로

22 overnight 하루아침에 52 confidence 자신감

23 adolescent 청소년 53 hold off 연기하다

24 disturbed 혼란스러운 54 condition 조건

25 competence 능숙함 55 yearn 갈망하다, 동경하다

26 degrade 훼손하다 56 in force 유효하다

27 virtually 거의, 사실상 57 session 수업, 수업 시간

28 discourage A from B A가 B하지 하다 58 note 음표, 음조

29 argument 주장 59 comfort 편안함

30 profession 직업 60 toxic 독한, 독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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