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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단어 뜻 영어단어 뜻

1 medicine n. 약, 약물 medicine

2 roll up 말아 올리다, 걷어 올리다 roll up

3 shot n. 주사 shot

4 lowly a. 낮은, 하찮은 lowly

5 mosquito n. 모기 mosquito

6 bite v. 물다 bite

7 figure out 알아내다 figure out

8 painless a. 고통이 없는 painless

9 painful 고통스러운 painful

10 procedure n. 조치, 절차 procedure

11 biomimetics n. 생체 모방 기술 biomimetics

12 complicated a. 복잡한 complicated

13 complicate 복잡하게 만들다 complicate

14 termite n. 흰개미 termite

15 incredible a. 굉장한, 훌륭한; 믿을 수 
없는 incredible

16 credible 믿을 수 있는 credible

17 mound n. 흙더미, 언덕 mound

18 vary from~ to... ~에서 …까지 달라지다 vary from~ to...

19 inspire v. 영감을 주다 inspire

20 inspiration 영감 inspiration

21 passive
a. 외적 작용에 의한;(건축) 

패시브의, 자연 기법의
passive

22 winglet n. 작은 날개 winglet

23 tip n. (뾰족한 것의) 끝 tip

24 upwards ad. 위쪽으로 upwards 

25 downward 아래쪽으로 downward

26 sideward 옆쪽으로 sideward

27 neat a. 아기자기한, 깔끔한 n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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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measurable a. 주목할 만한, 중요한 measurable

29 smooth v. 매끄럽게 하다,원활하게 
하다 smooth

30 conserve v. 보존하다, 아끼다 conserve

31 conservation 보존 conservation

32 end result n. 최종 결과 end result

33 beneficial a. 유익한, 이득이 되는 beneficial

34 harmful 유해한 harmful

35 sea urchin n. 성게 sea urchin

36 bony a. 가시[뼈]가 많은 bony

37 claw n. 갈고리 발톱 claw

38 arcade n. 게임 센터 arcade

39 grab v. 움켜잡다 grab

40 grind v. 잘게 부수다, 분쇄하다 grind

41 incorporation n. 결합, 합병 incorporation

42 incorporate 포함하다 incorporate

43 standard a. 기준의, 표준의 standard

44 inefficient a. 비효율적인 inefficient

45 efficient 효율적인 efficient

46 inefficiency 비능률, 무능 inefficiency

47 shovel n. 삽 shovel

48 scale n. 규모, 범위 scale

49 means n. 수단 means

50 perfect v. 완전하게 하다 per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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