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dvertising 광고 31 defeat 없애 버리다, 패배시키다

2 debate 토론 32 the very 바로 그

3 product placement 간접광고 33 purpose 목적

4 moderator 사회자 34 especially 특히

5 resolution 논제 35 primary 주된, 주요한

6 ban 금지하다 36 through ~를 통해서

7 involve 포함하다 37 meaningful 의미있는

8 insert 넣다, 삽입하다 38 society 사회

9 intention 의도 39 seriously 진지하게, 심각하게

10 promote 홍보하다 40 respond 반응하다

11 prove to be ~로 판명되다 41 aim to V ~하는 것을 목표로 삼다

12 effective 효율적인 42 compete 경쟁하다

13 pros and cons 찬반 의견, 장단점 43 clash 충돌하다

14 stir 휘젓다 44 commercial(형용사) 상업적인

15 under control 규제 하에 있는 45 pop out (갑자기) 튀어나오다

16 argument 주장 46 plot 줄거리

17 maintain 주장하다 47 wheel (자동차의) 운전대

18 in order to V ~하기 위해서 48 passenger 승객

19 defend 방어하다 49
automatic pilot
function

자동 운행 기능

20 right(명사) 권리 50 absurdity 불합리성, 터무니없음

21 general public 일반 대중 51 out of context 상황에 맞지 않는

22 mainly 주로 52 ruin 망치다

23 consumer 소비자 53 sincerity 진정성

24 extend 늘리다 54 retain 유지하다, 보유하다

25 interfere with ~를 방해하다 55 up to ~까지

26 interest 이익 56 obviously 확실히, 분명히

27 in this light 이런 관점에서 57 unlike ~와는 달리

28 against ~에 대항하여 58 commercial(명사) (상업) 광고

29 deprive 빼앗다 59 break(명사) 쉬는 시간

30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60 embed 박아 넣다

영어 1 YBM(박준언)



제 3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integrate 통합하다 91 achieve 성취하다

62 enormously 엄청나게 92 properly 적절하게

63 these days 요즘 93 enhance 높이다

64 billions of 수 십억의 94 apply (화장품 등을) 바르다

65 costly 비싼, 값이 드는 95 cosmetic 화장품

66 based on ~에 기초를 두고 96 essential 필수적인

67 minimum 최소 97 illustrate 묘사하다, 보여주다

68 opposing 반대의 98 independent 독립적인

69 production funding 제작비 자금 조달 99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70 content 내용(물) 100 the talk of the town 장안의 화제

71 approach 접근하다, 다가가다 101 stereotype 고정관념

72 slightly 약간, 조금 102 establish 설립하다

73 perspective 관점 103 suppose ~을 가정하다

74
take ~ into
consideration

고려하다, 생각하다 104 taste(명사) 취향

75 inevitable 불가피한 105 provide 제공하다

76 in the age of ~의 시대에 106 context 맥락, 상황

77 profit 이익 107 explain 설명하다

78 share(명사) 몫 108 foreign 외국의

79 constantly 꾸준하게 109 result in ~을 초래하다, 야기하다

80 decline 감소하다 110 spree 열풍

81 broadcasting 방송 111 ginseng 인삼

82 compensate for 보상하다, 상쇄시키다 112 frequently 자주

83 loss 손실 113 extract(명사) 추출(액)

84 idealistic 이상적인 114 pouch 파우치, 주머니

85 interrupt 방해하다, 끼어들다 115 instantly 즉각적으로

86 ensure 확실히하다, 보장하다 116 out of stock (재고) 품절

87 nowadays 요즘 117 now that ~이기 때문에

88 element 요소 118 session 시간, 기간

89 such as ~와 같은

90 director 감독

영어 1 YBM(박준언)



제 3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dvertising 31 defeat

2 debate 32 the very

3 product placement 33 purpose

4 moderator 34 especially

5 resolution 35 primary

6 ban 36 through

7 involve 37 meaningful

8 insert 38 society

9 intention 39 seriously

10 promote 40 respond

11 prove to be 41 aim to V

12 effective 42 compete

13 pros and cons 43 clash

14 stir 44 commercial(형용사)

15 under control 45 pop out

16 argument 46 plot

17 maintain 47 wheel

18 in order to V 48 passenger

19 defend 49
automatic pilot
function

20 right(명사) 50 absurdity

21 general public 51 out of context

22 mainly 52 ruin

23 consumer 53 sincerity

24 extend 54 retain

25 interfere with 55 up to

26 interest 56 obviously

27 in this light 57 unlike

28 against 58 commercial(명사)

29 deprive 59 break(명사)

30 invisible 60 embed

영어 1 YBM(박준언)



제 3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integrate 91 achieve

62 enormously 92 properly

63 these days 93 enhance

64 billions of 94 apply

65 costly 95 cosmetic

66 based on 96 essential

67 minimum 97 illustrate

68 opposing 98 independent

69 production funding 99 not only A but also B

70 content 100 the talk of the town

71 approach 101 stereotype

72 slightly 102 establish

73 perspective 103 suppose

74
take ~ into
consideration

104 taste(명사)

75 inevitable 105 provide

76 in the age of 106 context

77 profit 107 explain

78 share(명사) 108 foreign

79 constantly 109 result in

80 decline 110 spree

81 broadcasting 111 ginseng

82 compensate for 112 frequently

83 loss 113 extract(명사)

84 idealistic 114 pouch

85 interrupt 115 instantly

86 ensure 116 out of stock

87 nowadays 117 now that

88 element 118 session

89 such as

90 director

영어 1 YBM(박준언)



제 3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sult in 31 foreign

2 absurdity 32 opposing

3 primary 33 debate

4
take ~ into
consideration

34 right(명사)

5 properly 35 passenger

6 under control 36 such as

7 moderator 37 broadcasting

8 in order to V 38 resolution

9 enormously 39 promote

10 interfere with 40 invisible

11 billions of 41 interrupt

12 deprive 42 approach

13 the talk of the town 43 costly

14 integrate 44 enhance

15 product placement 45 pros and cons

16 compete 46 essential

17 frequently 47 explain

18 through 48 in this light

19 consumer 49 purpose

20 context 50 out of context

21 society 51 ban

22 stereotype 52 insert

23 decline 53 clash

24 wheel 54 argument

25 embed 55 commercial(형용사)

26 spree 56 slightly

27 profit 57 nowadays

28 maintain 58 share(명사)

29 aim to V 59 defeat

30 not only A but also B 60 ensure

영어 1 YBM(박준언)



제 3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을 초래하다, 야기하다 31 외국의

2 불합리성, 터무니없음 32 반대의

3 주된, 주요한 33 토론

4 고려하다, 생각하다 34 권리

5 적절하게 35 승객

6 규제 하에 있는 36 ~와 같은

7 사회자 37 방송

8 ~하기 위해서 38 논제

9 엄청나게 39 홍보하다

10 ~를 방해하다 40 눈에 보이지 않는

11 수 십억의 41 방해하다, 끼어들다

12 빼앗다 42 접근하다, 다가가다

13 장안의 화제 43 비싼, 값이 드는

14 통합하다 44 높이다

15 간접광고 45 찬반 의견, 장단점

16 경쟁하다 46 필수적인

17 자주 47 설명하다

18 ~를 통해서 48 이런 관점에서

19 소비자 49 목적

20 맥락, 상황 50 상황에 맞지 않는

21 사회 51 금지하다

22 고정관념 52 넣다, 삽입하다

23 감소하다 53 충돌하다

24 (자동차의) 운전대 54 주장

25 박아 넣다 55 상업적인

26 열풍 56 약간, 조금

27 이익 57 요즘

28 주장하다 58 몫

29 ~하는 것을 목표로 삼다 59 없애 버리다, 패배시키다

30 A뿐만 아니라 B도 60 확실히하다, 보장하다

영어 1 YBM(박준언)



제 3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sult in 31 foreign

2 absurdity 32 opposing

3 primary 33 debate

4
take ~ into
consideration

34 right(명사)

5 properly 35 passenger

6 규제 하에 있는 36 ~와 같은

7 사회자 37 방송

8 ~하기 위해서 38 논제

9 엄청나게 39 홍보하다

10 ~를 방해하다 40 눈에 보이지 않는

11 billions of 41 interrupt

12 deprive 42 approach

13 the talk of the town 43 costly

14 integrate 44 enhance

15 product placement 45 pros and cons

16 경쟁하다 46 필수적인

17 자주 47 설명하다

18 ~를 통해서 48 이런 관점에서

19 소비자 49 목적

20 맥락, 상황 50 상황에 맞지 않는

21 society 51 ban

22 stereotype 52 insert

23 decline 53 clash

24 wheel 54 argument

25 embed 55 commercial(형용사)

26 열풍 56 약간, 조금

27 이익 57 요즘

28 주장하다 58 몫

29 ~하는 것을 목표로 삼다 59 없애 버리다, 패배시키다

30 A뿐만 아니라 B도 60 확실히하다, 보장하다

영어 1 YBM(박준언)



제 3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sult in ~을 초래하다, 야기하다 31 foreign 외국의

2 absurdity 불합리성, 터무니없음 32 opposing 반대의

3 primary 주된, 주요한 33 debate 토론

4
take ~ into
consideration

고려하다, 생각하다 34 right(명사) 권리

5 properly 적절하게 35 passenger 승객

6 under control 규제 하에 있는 36 such as ~와 같은

7 moderator 사회자 37 broadcasting 방송

8 in order to V ~하기 위해서 38 resolution 논제

9 enormously 엄청나게 39 promote 홍보하다

10 interfere with ~를 방해하다 40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11 billions of 수 십억의 41 interrupt 방해하다, 끼어들다

12 deprive 빼앗다 42 approach 접근하다, 다가가다

13 the talk of the town 장안의 화제 43 costly 비싼, 값이 드는

14 integrate 통합하다 44 enhance 높이다

15 product placement 간접광고 45 pros and cons 찬반 의견, 장단점

16 compete 경쟁하다 46 essential 필수적인

17 frequently 자주 47 explain 설명하다

18 through ~를 통해서 48 in this light 이런 관점에서

19 consumer 소비자 49 purpose 목적

20 context 맥락, 상황 50 out of context 상황에 맞지 않는

21 society 사회 51 ban 금지하다

22 stereotype 고정관념 52 insert 넣다, 삽입하다

23 decline 감소하다 53 clash 충돌하다

24 wheel (자동차의) 운전대 54 argument 주장

25 embed 박아 넣다 55 commercial(형용사) 상업적인

26 spree 열풍 56 slightly 약간, 조금

27 profit 이익 57 nowadays 요즘

28 maintain 주장하다 58 share(명사) 몫

29 aim to V ~하는 것을 목표로 삼다 59 defeat 없애 버리다, 패배시키다

30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60 ensure 확실히하다, 보장하다

영어 1 YBM(박준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