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onder 궁금하다, 궁금해 하다 31 fascinating 흥미로운, 매력적인

2 patient 참을성[인내심] 있는 32 inference 추론, 추측

3 take off (옷 등을) 벗다 33 logic 논리, 타당성

4 lift 들어 올리다 34 remarkable 놀랄 만한, 주목할 만한

5 put A into B A를 B에 넣다 35 finding
(조사, 연구 등의) 결과, 발

견

6 critical 중요한 36 mass shooting 총기난사

7 greet 맞이하다, 인사하다 37 blame
~때문으로 보다, ~의 탓으

로 돌리다

8 specific 구체적인, 분명한 38 situational 상황에 다른, 상황적인

9 surroundings 배경, 환경 39 isolate 격리하다, 고립시키다

10 wide-angle lens 광각 렌즈 40 the rest 나머지

11 tunnel vision 터널시, 좁은 시야 41 availability (입수) 가능성, 유용성

12 fit 맞다, 일치하다 42 while 반면에

13 stereotype 고정관념 43 personality 성격, 인격, 개성

14 publish 출판하다, 출간하다 44 trait 특성, 특징

15 practice 관습, 관행 45 psychological 정신적인, 심리적인

16 give a big hand 큰 박수를 보내다 46 suffer from
(병을) 앓다, ~로 고생하다,

시달리다

17 puzzled 어리둥절한, 당혹스러운 47 severe 심한

18 confused 혼란스러운 48 depression 우울증

19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여기다 49 political 정치적인

20 misunderstanding 오해, 착오 50 legitimate 정당한, 타당한, 합법적인

21 arise from ~에서 발생하다, 일어나다 51 means 수단, 방법

22 definition 정의 52 resolve (문제 등을) 해결하다

23 way of thinking 사고방식, 사고방법 53 describe 묘사하다, 설명하다

24 cognition 인식, 인지 54 particular 특정한

25 psychologist 심리학자 55 context 맥락, 전후사정, 정황

26 conduct 수행하다, 처리하다 56 specify 명시하다, 상술하다

27 dozens of 수십의, 많은 57 diligently 부지런히, 성실하게

28 find out 알아내다, (답을) 얻어내다 58 vs.
versus의 약어, (소송, 경기

등에서) ~대(對)

29 present(동사) 보여주다, 제시하다 59
have difficulty (in) v-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30 geography 지리, 지리학 60 reference 1. 언급 2. 언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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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in terms of ~에 관해서, ~에 대해서 91 separate A into B A를 B로 나누다

62 universal 보편적인, 일반적인 92 attitude 태도, 자세, 사고방식

63 attribute
1. ~을 …의 덕분으로 보다

2. 속성, 자질
93 perception 지각, 통찰력

64 belong
(~에) 속하다, (~와) 같은

계열이다
94 developed countries 선진국

65 fish tank 수조, 어항 95 distinct
뚜렷한, 분명한, 뚜렷이 다

른

66 foreground 전경, 가장 눈에 띄는 위치 96 emerge 나타나다, 드러나다

67 water plant 수생 식물, 식초 97 individualist 개인주의자, 이기주의자

68 refer to
(~에 대해) 언급하다, 거론

하다
98 tendency 경향, 동향, 추세

69 numerous 많은, 다수의 99 opposite
1. 반대의 2. 반대의 말 또

는 일

70 place(동사)
1. 놓다, 배치하다 2. 평가

하다
100 preference 선호

71 side by side 나란히, 함께 101 fatal 치명적인, 중대한

72 draw (결론 등을) 끌어내다, 얻다 102 flaw 결함, 흠

73 conclusion 결론 103 cognitive 인지의, 인식의

74 perceive A as B A를 B로 여기다 104 worsen 악화되다, 악화시키다

75 interrelated
서로 관계가 있는, 밀접한

관계의
105 bicultural 두 문화 속에서 자란

76 analyze 분석하다, 분해하다 106 contextual 맥락과 관련된, 문맥상의

77 categorize 분류하다, 범주에 넣다 107 cue 신호, 단서

78 divide A into B A를 B로 나누다 108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79 apart from ~을 제외한 109 flip 뒤집다

80 see A as B A를 B로 여기다 110 weakness 약점

81 accept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111 argue with 반박하다, ~와 언쟁하다

82 social order 사회 체제, 사회 질서 112 implication 영향, 의미, 암시

83 demand 1. 요구 2. 요구하다 113 ranging 범위가 ~에 이르는

84 aim
1. 목적, 목표 2. 목표로 하

다
114 field 분야

85 equality 평등, 균등 115 organizational 조직의

86 limitation 제약, 한계 116
organizational
science

조직과학

87 notice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117 public diplomacy 대여론 외교, 공공 외교

88 narrow 1. 좁은 2. 좁히다 118 make use of ~을 이용하다

89 define 정의하다 119 relate A to B A와 B를 관련시키다

90 continental 대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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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onder 31 fascinating

2 patient 32 inference

3 take off 33 logic

4 lift 34 remarkable

5 put A into B 35 finding

6 critical 36 mass shooting

7 greet 37 blame

8 specific 38 situational

9 surroundings 39 isolate

10 wide-angle lens 40 the rest

11 tunnel vision 41 availability

12 fit 42 while

13 stereotype 43 personality

14 publish 44 trait

15 practice 45 psychological

16 give a big hand 46 suffer from

17 puzzled 47 severe

18 confused 48 depression

19 think of A as B 49 political

20 misunderstanding 50 legitimate

21 arise from 51 means

22 definition 52 resolve

23 way of thinking 53 describe

24 cognition 54 particular

25 psychologist 55 context

26 conduct 56 specify

27 dozens of 57 diligently

28 find out 58 vs.

29 present(동사) 59
have difficulty (in) v-
ing

30 geography 60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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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in terms of 91 separate A into B

62 universal 92 attitude

63 attribute 93 perception

64 belong 94 developed countries

65 fish tank 95 distinct

66 foreground 96 emerge

67 water plant 97 individualist

68 refer to 98 tendency

69 numerous 99 opposite

70 place(동사) 100 preference

71 side by side 101 fatal

72 draw 102 flaw

73 conclusion 103 cognitive

74 perceive A as B 104 worsen

75 interrelated 105 bicultural

76 analyze 106 contextual

77 categorize 107 cue

78 divide A into B 108 unconsciously

79 apart from 109 flip

80 see A as B 110 weakness

81 accept 111 argue with

82 social order 112 implication

83 demand 113 ranging

84 aim 114 field

85 equality 115 organizational

86 limitation 116
organizational
science

87 notice 117 public diplomacy

88 narrow 118 make use of

89 define 119 relate A to B

90 contin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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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endency 31 worsen

2 organizational 32 demand

3 find out 33 severe

4 describe 34 categorize

5 place(동사) 35 refer to

6 interrelated 36 numerous

7 wide-angle lens 37 trait

8 apart from 38 remarkable

9 legitimate 39 attribute

10 bicultural 40 continental

11 implication 41 lift

12 reference 42 separate A into B

13 accept 43 specific

14 cognition 44 narrow

15 field 45 universal

16 resolve 46 way of thinking

17 misunderstanding 47
organizational
science

18 water plant 48 define

19 tunnel vision 49 put A into B

20 psychological 50 definition

21 preference 51 social order

22 availability 52 the rest

23 analyze 53 wonder

24 fit 54 psychologist

25 ranging 55 public diplomacy

26 perception 56 relate A to B

27 emerge 57 in terms of

28 unconsciously 58 stereotype

29 fascinating 59 political

30 situational 60 arise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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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경향, 동향, 추세 31 악화되다, 악화시키다

2 조직의 32 1. 요구 2. 요구하다

3 알아내다, (답을) 얻어내다 33 심한

4 묘사하다, 설명하다 34 분류하다, 범주에 넣다

5
1. 놓다, 배치하다 2. 평가

하다
35

(~에 대해) 언급하다, 거론

하다

6
서로 관계가 있는, 밀접한

관계의
36 많은, 다수의

7 광각 렌즈 37 특성, 특징

8 ~을 제외한 38 놀랄 만한, 주목할 만한

9 정당한, 타당한, 합법적인 39
1. ~을 …의 덕분으로 보다

2. 속성, 자질

10 두 문화 속에서 자란 40 대륙의

11 영향, 의미, 암시 41 들어 올리다

12 1. 언급 2. 언급하다 42 A를 B로 나누다

13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43 구체적인, 분명한

14 인식, 인지 44 1. 좁은 2. 좁히다

15 분야 45 보편적인, 일반적인

16 (문제 등을) 해결하다 46 사고방식, 사고방법

17 오해, 착오 47 조직과학

18 수생 식물, 식초 48 정의하다

19 터널시, 좁은 시야 49 A를 B에 넣다

20 정신적인, 심리적인 50 정의

21 선호 51 사회 체제, 사회 질서

22 (입수) 가능성, 유용성 52 나머지

23 분석하다, 분해하다 53 궁금하다, 궁금해 하다

24 맞다, 일치하다 54 심리학자

25 범위가 ~에 이르는 55 대여론 외교, 공공 외교

26 지각, 통찰력 56 A와 B를 관련시키다

27 나타나다, 드러나다 57 ~에 관해서, ~에 대해서

28 무의식적으로 58 고정관념

29 흥미로운, 매력적인 59 정치적인

30 상황에 다른, 상황적인 60 ~에서 발생하다, 일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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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endency 31 worsen

2 organizational 32 demand

3 find out 33 severe

4 describe 34 categorize

5 place(동사) 35 refer to

6
서로 관계가 있는, 밀접한

관계의
36 많은, 다수의

7 광각 렌즈 37 특성, 특징

8 ~을 제외한 38 놀랄 만한, 주목할 만한

9 정당한, 타당한, 합법적인 39
1. ~을 …의 덕분으로 보다

2. 속성, 자질

10 두 문화 속에서 자란 40 대륙의

11 implication 41 lift

12 reference 42 separate A into B

13 accept 43 specific

14 cognition 44 narrow

15 field 45 universal

16 (문제 등을) 해결하다 46 사고방식, 사고방법

17 오해, 착오 47 조직과학

18 수생 식물, 식초 48 정의하다

19 터널시, 좁은 시야 49 A를 B에 넣다

20 정신적인, 심리적인 50 정의

21 preference 51 social order

22 availability 52 the rest

23 analyze 53 wonder

24 fit 54 psychologist

25 ranging 55 public diplomacy

26 지각, 통찰력 56 A와 B를 관련시키다

27 나타나다, 드러나다 57 ~에 관해서, ~에 대해서

28 무의식적으로 58 고정관념

29 흥미로운, 매력적인 59 정치적인

30 상황에 다른, 상황적인 60 ~에서 발생하다, 일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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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endency 경향, 동향, 추세 31 worsen 악화되다, 악화시키다

2 organizational 조직의 32 demand 1. 요구 2. 요구하다

3 find out 알아내다, (답을) 얻어내다 33 severe 심한

4 describe 묘사하다, 설명하다 34 categorize 분류하다, 범주에 넣다

5 place(동사)
1. 놓다, 배치하다 2. 평가

하다
35 refer to

(~에 대해) 언급하다, 거론

하다

6 interrelated
서로 관계가 있는, 밀접한

관계의
36 numerous 많은, 다수의

7 wide-angle lens 광각 렌즈 37 trait 특성, 특징

8 apart from ~을 제외한 38 remarkable 놀랄 만한, 주목할 만한

9 legitimate 정당한, 타당한, 합법적인 39 attribute
1. ~을 …의 덕분으로 보다

2. 속성, 자질

10 bicultural 두 문화 속에서 자란 40 continental 대륙의

11 implication 영향, 의미, 암시 41 lift 들어 올리다

12 reference 1. 언급 2. 언급하다 42 separate A into B A를 B로 나누다

13 accept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43 specific 구체적인, 분명한

14 cognition 인식, 인지 44 narrow 1. 좁은 2. 좁히다

15 field 분야 45 universal 보편적인, 일반적인

16 resolve (문제 등을) 해결하다 46 way of thinking 사고방식, 사고방법

17 misunderstanding 오해, 착오 47
organizational
science

조직과학

18 water plant 수생 식물, 식초 48 define 정의하다

19 tunnel vision 터널시, 좁은 시야 49 put A into B A를 B에 넣다

20 psychological 정신적인, 심리적인 50 definition 정의

21 preference 선호 51 social order 사회 체제, 사회 질서

22 availability (입수) 가능성, 유용성 52 the rest 나머지

23 analyze 분석하다, 분해하다 53 wonder 궁금하다, 궁금해 하다

24 fit 맞다, 일치하다 54 psychologist 심리학자

25 ranging 범위가 ~에 이르는 55 public diplomacy 대여론 외교, 공공 외교

26 perception 지각, 통찰력 56 relate A to B A와 B를 관련시키다

27 emerge 나타나다, 드러나다 57 in terms of ~에 관해서, ~에 대해서

28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58 stereotype 고정관념

29 fascinating 흥미로운, 매력적인 59 political 정치적인

30 situational 상황에 다른, 상황적인 60 arise from ~에서 발생하다, 일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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