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ow in ~가 낮은 31 diet 식단

2 go bad 상하다, 썩다, 나빠지다 32 paradox 역설

3 ferment
효소, 발효시키다, 발효되

다, 동요시키다
33 pastry 페스트리, 반죽

4 fermentation 발효, 동요 34 yet 그러나

5 sour
시큼한, 불쾌한, 싫은, 시무

룩한, 시큼한 것, 시어지다,
35 rate 비율

6 content 내용, 만족한, 만족시키다 36 obesity 비만

7 absorb
흡수하다, 몰두시키다, 주

의를 빼앗다
37 heart disease 심장병

8 prevent 예방하다, 막다 38 perhaps 아마도

9 stimulate 자극하다, 고무시키다 39 quality food 고품질 식품

10 sound
소리, 들리다, 소리 나다. 건

전한, 좋은, 깊이
40 ingredient 성분, 재료

11 dessert 디저트, 후식 41 meal 식사

12 specialize in
~를 전문으로 하다, ~를 전

공하다
42 be willing to V 기꺼이 ~하다

13 thin
얇은, 희박한, 연한, 가느다

란, 마른
43 take the trouble 수고를 아끼지 않다

14 dip 담그다, 잠기다, 담그기 44 please(동사) 만족시키다, 즐겁게하다

15 guarantee 보장하다 45 palate 미각

16 employee 직원, 고용인 46 therefore 그래서, 그러므로

17 typical 전형적인, 대표적인 47 common 흔한

18 custom
관습, (상점, 식당에 대한)

애호, 맞춤의
48 meat 고기

19 quite 완전히, 상당히 49 butcher 정육점

20 fork 포크 50 definitely 분명히, 명확히

21 native to ~가 원산지인 51 time-consuming
시간이 걸리는, 시간을 잡

아먹는

22 anti-aging 노화방지의 52 purchase 구입하다

23 blender (요리용) 믹서기 53 grocery store 식료품점

24 last(동사) 지속시키다 54 pleasure 즐거움

25 dish 접시, 요리, 접시에 담다 55 in the short term 단기적으로

26 restore
반환하다, 되찾다, 복구하

다, 회복하다
56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27 saying 격언, 속담 57 instead 대신에

28 positive 긍정적인 58 so that ~하기 위해서

29 impact 영향 59 immediately 즉시

30 traditional 전통적인 60 afterward 나중에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serve(동사) 제공하다 91 realize 깨닫다

62 consist of ~로 구성되다 92 suppose ~을 가정하다

63 hearty 많은, 풍성한 93 marathon 마라톤

64 nutritious 영양가 있는 94 prediction 예측

65 prevent 막다, 예방하다 95 top place 선두권, 최고 위치

66 consume 소비하다, 먹다 96 achieve 성취하다

67 less 더 적은, 덜 97 tiny 작은

68 cause(동사) 야기하다, 초래하다 98 grain 곡식

69 gain weight 살찌다 99 calcium 칼슘

70 that is why 그래서 100 equivalent 동등한, 상응하는

71 dine 식사를 하다 101 iron 철분

72 peasant 농민, 소작농 102 wheat (곡식) 밀

73 among ~사이에 103 what's more 게다가

74 life expectancy 기대 수명, 평균 연령 104 contain 포함하다

75 be due to N ~때문이다 105 protein 단백질

76 factor 요소 106 mainly 주로

77 emphasis 강조 107 flat 평평한, 납작한

78 portion 양, 부분, 인분 108 staple(명사) 주식, 주요산물

79 present(동사) 주다, 제공하다 109 share 공유하다

80 visually 시각적으로 110 perform 수행하다

81 appealing 매력적인 111 practice(동사) 실행하다, 실천하다

82 typically 일반적으로 112 blood pressure 혈압

83 arrange 배열하다, 마련하다 113 strength 힘

84 orderly 정돈된, 조직된 114 overall 전체적인

85 pile(동사) 쌓다 115 trick(명사) 기술; 속임수

86 plate 접시 116 consider 생각하다, 고려하다

87 presentation 표현 117 various 다양한

88 encourage 용기를 복돋다 118 entirely 전체적으로

89 appreciate 감상하다 119 at least 적어도

90 , which 그리고 그것은 120 tip 조언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2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ow in 31 diet

2 go bad 32 paradox

3 ferment 33 pastry

4 fermentation 34 yet

5 sour 35 rate

6 content 36 obesity

7 absorb 37 heart disease

8 prevent 38 perhaps

9 stimulate 39 quality food

10 sound 40 ingredient

11 dessert 41 meal

12 specialize in 42 be willing to V

13 thin 43 take the trouble

14 dip 44 please(동사)

15 guarantee 45 palate

16 employee 46 therefore

17 typical 47 common

18 custom 48 meat

19 quite 49 butcher

20 fork 50 definitely

21 native to 51 time-consuming

22 anti-aging 52 purchase

23 blender 53 grocery store

24 last(동사) 54 pleasure

25 dish 55 in the short term

26 restore 56 in the long term

27 saying 57 instead

28 positive 58 so that

29 impact 59 immediately

30 traditional 60 afterward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serve(동사) 91 realize

62 consist of 92 suppose

63 hearty 93 marathon

64 nutritious 94 prediction

65 prevent 95 top place

66 consume 96 achieve

67 less 97 tiny

68 cause(동사) 98 grain

69 gain weight 99 calcium

70 that is why 100 equivalent

71 dine 101 iron

72 peasant 102 wheat

73 among 103 what's more

74 life expectancy 104 contain

75 be due to N 105 protein

76 factor 106 mainly

77 emphasis 107 flat

78 portion 108 staple(명사)

79 present(동사) 109 share

80 visually 110 perform

81 appealing 111 practice(동사)

82 typically 112 blood pressure

83 arrange 113 strength

84 orderly 114 overall

85 pile(동사) 115 trick(명사)

86 plate 116 consider

87 presentation 117 various

88 encourage 118 entirely

89 appreciate 119 at least

90 , which 120 tip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2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ause(동사) 31 suppose

2 quality food 32 quite

3 low in 33 dine

4 impact 34 yet

5 practice(동사) 35 take the trouble

6 be due to N 36 definitely

7 life expectancy 37 instead

8 time-consuming 38 dish

9 arrange 39 share

10 perhaps 40 plate

11 portion 41 sour

12 staple(명사) 42 fork

13 blender 43 encourage

14 employee 44 so that

15 absorb 45 present(동사)

16 please(동사) 46 top place

17 tip 47 prediction

18 typical 48 restore

19 prevent 49 purchase

20 achieve 50 realize

21 nutritious 51 mainly

22 peasant 52 hearty

23 that is why 53 therefore

24 guarantee 54 orderly

25 common 55 wheat

26 ingredient 56 blood pressure

27 flat 57 visually

28 appreciate 58 meat

29 go bad 59 sound

30 less 60 gain weight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2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야기하다, 초래하다 31 ~을 가정하다

2 고품질 식품 32 완전히, 상당히

3 ~가 낮은 33 식사를 하다

4 영향 34 그러나

5 실행하다, 실천하다 35 수고를 아끼지 않다

6 ~때문이다 36 분명히, 명확히

7 기대 수명, 평균 연령 37 대신에

8
시간이 걸리는, 시간을 잡

아먹는
38 접시, 요리, 접시에 담다

9 배열하다, 마련하다 39 공유하다

10 아마도 40 접시

11 양, 부분, 인분 41
시큼한, 불쾌한, 싫은, 시무

룩한, 시큼한 것, 시어지다,

12 주식, 주요산물 42 포크

13 (요리용) 믹서기 43 용기를 복돋다

14 직원, 고용인 44 ~하기 위해서

15
흡수하다, 몰두시키다, 주

의를 빼앗다
45 주다, 제공하다

16 만족시키다, 즐겁게하다 46 선두권, 최고 위치

17 조언 47 예측

18 전형적인, 대표적인 48
반환하다, 되찾다, 복구하

다, 회복하다

19 예방하다, 막다 49 구입하다

20 성취하다 50 깨닫다

21 영양가 있는 51 주로

22 농민, 소작농 52 많은, 풍성한

23 그래서 53 그래서, 그러므로

24 보장하다 54 정돈된, 조직된

25 흔한 55 (곡식) 밀

26 성분, 재료 56 혈압

27 평평한, 납작한 57 시각적으로

28 감상하다 58 고기

29 상하다, 썩다, 나빠지다 59
소리, 들리다, 소리 나다. 건

전한, 좋은, 깊이

30 더 적은, 덜 60 살찌다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2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ause(동사) 31 suppose

2 quality food 32 quite

3 low in 33 dine

4 impact 34 yet

5 practice(동사) 35 take the trouble

6 ~때문이다 36 분명히, 명확히

7 기대 수명, 평균 연령 37 대신에

8
시간이 걸리는, 시간을 잡

아먹는
38 접시, 요리, 접시에 담다

9 배열하다, 마련하다 39 공유하다

10 아마도 40 접시

11 portion 41 sour

12 staple(명사) 42 fork

13 blender 43 encourage

14 employee 44 so that

15 absorb 45 present(동사)

16 만족시키다, 즐겁게하다 46 선두권, 최고 위치

17 조언 47 예측

18 전형적인, 대표적인 48
반환하다, 되찾다, 복구하

다, 회복하다

19 예방하다, 막다 49 구입하다

20 성취하다 50 깨닫다

21 nutritious 51 mainly

22 peasant 52 hearty

23 that is why 53 therefore

24 guarantee 54 orderly

25 common 55 wheat

26 성분, 재료 56 혈압

27 평평한, 납작한 57 시각적으로

28 감상하다 58 고기

29 상하다, 썩다, 나빠지다 59
소리, 들리다, 소리 나다. 건

전한, 좋은, 깊이

30 더 적은, 덜 60 살찌다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2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ause(동사) 야기하다, 초래하다 31 suppose ~을 가정하다

2 quality food 고품질 식품 32 quite 완전히, 상당히

3 low in ~가 낮은 33 dine 식사를 하다

4 impact 영향 34 yet 그러나

5 practice(동사) 실행하다, 실천하다 35 take the trouble 수고를 아끼지 않다

6 be due to N ~때문이다 36 definitely 분명히, 명확히

7 life expectancy 기대 수명, 평균 연령 37 instead 대신에

8 time-consuming
시간이 걸리는, 시간을 잡

아먹는
38 dish 접시, 요리, 접시에 담다

9 arrange 배열하다, 마련하다 39 share 공유하다

10 perhaps 아마도 40 plate 접시

11 portion 양, 부분, 인분 41 sour
시큼한, 불쾌한, 싫은, 시무

룩한, 시큼한 것, 시어지다,

12 staple(명사) 주식, 주요산물 42 fork 포크

13 blender (요리용) 믹서기 43 encourage 용기를 복돋다

14 employee 직원, 고용인 44 so that ~하기 위해서

15 absorb
흡수하다, 몰두시키다, 주

의를 빼앗다
45 present(동사) 주다, 제공하다

16 please(동사) 만족시키다, 즐겁게하다 46 top place 선두권, 최고 위치

17 tip 조언 47 prediction 예측

18 typical 전형적인, 대표적인 48 restore
반환하다, 되찾다, 복구하

다, 회복하다

19 prevent 예방하다, 막다 49 purchase 구입하다

20 achieve 성취하다 50 realize 깨닫다

21 nutritious 영양가 있는 51 mainly 주로

22 peasant 농민, 소작농 52 hearty 많은, 풍성한

23 that is why 그래서 53 therefore 그래서, 그러므로

24 guarantee 보장하다 54 orderly 정돈된, 조직된

25 common 흔한 55 wheat (곡식) 밀

26 ingredient 성분, 재료 56 blood pressure 혈압

27 flat 평평한, 납작한 57 visually 시각적으로

28 appreciate 감상하다 58 meat 고기

29 go bad 상하다, 썩다, 나빠지다 59 sound
소리, 들리다, 소리 나다. 건

전한, 좋은, 깊이

30 less 더 적은, 덜 60 gain weight 살찌다

영어1 동아 권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