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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단어 뜻 영어단어 뜻

1 woodpecker 딱따구리 woodpecker

2 biomimicry 자연 모방, 생체 모방 biomimicry

3 strip 가느다란 조각 strip

4 honeycomb 벌집 honeycomb

5 shark 상어 shark

6 technology 기술 technology

7 hive 벌집 hive

8 be modeled on ~을 모델로 하다 be modeled on

9 kingfisher 물총새 kingfisher

10 lotus (식물)연 lotus

11 keep off
~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다

keep off

12 cafeteria 구내식당 cafeteria

13 hallway 복도 hallway

14 helmet 안전모, 헬멧 helmet

15 skateboard 스케이트보드 skateboard

16 emotion 감정, 정서 emotion

17 predict 예측하다, 전망하다 predict

18 rescue 구조하다 rescue

19 steel 강철 steel

20 manipulate 조작하다 manipulate

21 fictional 허구의 fictional

22 manage to 간신히 ~하다 manage to

23 efficient 효율적인 efficient

24 object 물건, 대상 object

25 credit ~ as ... ~을 …으로 여기다 credit ~ as ...

26 insurance 보험 insurance

27 similar 비슷한, 유사한 similar

28 pioneer 개척자, 선구자 pio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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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construct 건설하다 construct

30 despite ~에도 불구하고 despite

31 hammer 망치; 망치로 치다 hammer

32 innovation 혁신 innovation

33 knock 두드리다 knock

34 bulky 부피가 큰 bulky

35 numerous 매우 많은 numerous

36 peck ~을 쪼다 peck

37 beak 부리, 주둥이 beak

38 impact 영향, 충격 impact

39 on average 평균적으로 on average

40 absorb 흡수하다 absorb

41 imitate 모방하다, 흉내내다 imitate

42 layer 층 layer

43 mechanical 기계적인, 기술적인 mechanical

44 tightly 꼭, 단단히 tightly

45 aluminum 알루미늄 aluminum

46 skull 두개골 skull

47 spongy 스펀지 같은 spongy

48 rubber 고무 rubber

49 flexible 신축성 있는 flexible

50 endure 견디다, 참다 endure

51 pack ~ with ~을 …로 싸다, 채워 넣다 pack ~ with

52 pound at ~을 마구 두드리다 pound at

53 motion 운동, 움직임 motion

54 date back to ~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date back to

55 look into ~을 조사하다 look into

56 manufacturer 제조자, 제조사 manufacturer

57 search for ~을 찾다 search for

58 bend 구부리다 b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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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inspire 고무하다, 격려하다 inspire

60 far from 결코 ~ 아닌 far from

61 document 서류, 문서 document

62 confuse 혼란시키다 confuse

63 invisible 보이지 않는 invisible

64 warn 경고하다 warn

65 ultraviolet 자외선 ultraviolet

66 crash into ~와 충돌하다 crash into

67 challenge 도전 challenge

68 cope with ~에 대처하다 cope with

69 evolve 진화하다 evolve

70 fasten (연결하여) 매다, 묶다 fasten

71 burr 껍질이 까끌거리는 씨앗 burr

72 have in common ~라는 공통점이 있다 have in common

73 explosion 폭발 explosion

74 horrible 무서운, 끔찍한 horrible

75 leak 누출 leak

76 spark 불꽃 spark

77 stove 스토브, 가스 레인지 stove

78 turn on 켜다 turn on

79 adapt 적응하다 adapt

80

81

82

83

8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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