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ose
포즈를 취하다, 제기하다,

자세, 포즈
31 operate

작동하다, 운영하다, 수술

하다

2 selfie
셀피. 스마트폰이나 웹 카

메라 등으로 자신의 얼굴
32 futuristic 미래적인, 미래에 가능한

3 press ~ together
~를 꼭 다물다, ~를 겹쳐

누르다
33 realize 깨닫다, 실현하다

4 press
누르다, 강요하다, 누름, 인

쇄기, 언론
34 astronaut 우주비행사

5 snap
낚아채다, 딱하고 소리 나

다, 급히 찍다
35 wonder

경이, 불가사의, 경탄하다,

궁금하다, 의심하다, 경이

6 end up with 결국 ~를 갖게 되다 36 teleportation 순간이동

7 transfer 전송하다 37 in order to R ~하기 위해

8 at least 최소한, 적어도 38 in a second 일 초 만에

9 standard format 표준 형식 39 instantly 즉시

10 upload
[인터넷에] 올리다, 업로드

하다
40 within ~이내에

11 make-up 화장, 분장 41 marvelous
놀라운, 불가사의한, 훌륭

한

12 exactly 정확히 42 gorgeous 호화로운, 멋진, 훌륭한

13 hear of ~관해 소문[의견]을 듣다 43 embassy 대사관

14 have no idea 모르다 44 staff 직원

15 tip
(뾰족한) 끝, 사례금, 비결,

끝을 달다, 기울이다
45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16 cloud
데이터를 하드디스크 없이

인터넷을 통해 저장하는 구
46 escape 탈출하다

17 storage 저장, 저장(소, 장치) 47 foreign 외국의

18 make sense
말이 되다, 합리적이다, 이

치에 맞다, 이해되다
48 enemy 적

19 science fiction 공상과학소설 49 prevent O from Ving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20 source 출처, 원천 50 identify 알아내다, 알아차리다

21 demonstrate
입증하다, 설명하다, 제시

하다, 시위하다
51 attempt 시도하다

22 no longer 더 이상 ~아닌 52 eliminate 제거하다

23 headline 기사제목, 표제 53 along with ~와 함께

24 full article 전체기사 54 document 문서

25 predict 예언하다, 예측하다 55 hide 숨다

26 imagination 상상, 상상력 56 rescue 구조

27
not ~ anymore[any
longer]

더 이상 ~아닌 57 reassemble 다시 모으다, 다시 맞추다

28 describe 설명하다, 묘사하다 58 torn(tear-tore-torn) 찢어진

29 device 장치 59 find out 찾아내다, 알아내다

30 fiction 허구, 소설 60 escapee 도망자, 도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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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reconstruct 재구성하다, 다시 만들다 91 automatic 자동의

62 make sense 이해가 되다 92 next to 거의

63 similar 비슷한 93 transition 변화, 변천

64 incident 사건 94 thus 그러므로, 그래서

65 destroy 파괴하다, 파기하다 95 mostly 주로, 대개

66 in time 제시간에, 제때에 96 occasion 경우, 사건

67 float 떠다니다 97 such as ~와 같은

68 point out 지적하다, 보여주다 98 graduation 졸업

69 handle(동사) ~을 다루다 99 exotic 이국적인

70 ever-evolving 계속 진화하는 100 whenever ~할 때마다

71 once(접속사) 일단 ~ 하면 101 integrate 통합하다

72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102 further 추가로

73 furthermore 게다가 103 transform 바꾸다, 변형하다

74 require 요구하다 104 nowadays 요즘

75 adequate 적절한, 적당한 105 share 공유하다

76 composition (사진 찍을 때) 구도 106 others 다른 사람들

77 adjust 조절하다 107 wireless 무선의

78 focal 초점의 108 connection 연결

79 length 길이 109 feature 특징

80 nearly 거의 110 result in ~을 초래하다, 야기하다

81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111 convenient 편리한

82 practically 사실상, 실제로 112 selfie 본인 사진

83 countryside 시골, 한 지방 113 common 흔한

84 might have p.p
(과거사실) ~이었을지도 모

른다
114 self-expression 자기표현

85 discard 버리다 115 enable 가능하게 하다

86 the rest 나머지 116 ordinary 일반적인

87 except ~를 제외하고 117 gather 모으다

88 moreover 게다가 118 spread 퍼뜨리다

89 astonishingly 놀랍게도 119 rely on 의존하다

90 process 과정, 절차 120 mainstream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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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practice(명사) 관행

122 thanks to ~덕분에

123 inappropriate 적절하지 않은

124 inconsiderate 사려 깊지 않은

125 behavior 행동

126 droppings (동물의) 똥

127 abuse 욕하다, 학대하다

128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129 play a role 역할을 하다

130 crucial 중요한, 결정적인

131 earthquake 지진

132 the Arab Spring
아랍의 봄(2010년 말 튀니

지에서 시작되어 아랍 중동

133 by any measure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134 infinitely 대단히, 엄청

135 amateur 아마추어, 비전문가

136 preoccupied 사로잡힌, 몰두한

137 flood(동사) 넘쳐나게 하다

138 deny 부인하다

139 essential 필수적인

140 alter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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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ose 31 operate

2 selfie 32 futuristic

3 press ~ together 33 realize

4 press 34 astronaut

5 snap 35 wonder

6 end up with 36 teleportation

7 transfer 37 in order to R

8 at least 38 in a second

9 standard format 39 instantly

10 upload 40 within

11 make-up 41 marvelous

12 exactly 42 gorgeous

13 hear of 43 embassy

14 have no idea 44 staff

15 tip 45 try to V

16 cloud 46 escape

17 storage 47 foreign

18 make sense 48 enemy

19 science fiction 49 prevent O from Ving

20 source 50 identify

21 demonstrate 51 attempt

22 no longer 52 eliminate

23 headline 53 along with

24 full article 54 document

25 predict 55 hide

26 imagination 56 rescue

27
not ~ anymore[any
longer]

57 reassemble

28 describe 58 torn(tear-tore-torn)

29 device 59 find out

30 fiction 60 escap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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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reconstruct 91 automatic

62 make sense 92 next to

63 similar 93 transition

64 incident 94 thus

65 destroy 95 mostly

66 in time 96 occasion

67 float 97 such as

68 point out 98 graduation

69 handle(동사) 99 exotic

70 ever-evolving 100 whenever

71 once(접속사) 101 integrate

72 not only A but also B 102 further

73 furthermore 103 transform

74 require 104 nowadays

75 adequate 105 share

76 composition 106 others

77 adjust 107 wireless

78 focal 108 connection

79 length 109 feature

80 nearly 110 result in

81 in other words 111 convenient

82 practically 112 selfie

83 countryside 113 common

84 might have p.p 114 self-expression

85 discard 115 enable

86 the rest 116 ordinary

87 except 117 gather

88 moreover 118 spread

89 astonishingly 119 rely on

90 process 120 mai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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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practice(명사)

122 thanks to

123 inappropriate

124 inconsiderate

125 behavior

126 droppings

127 abuse

128 internationally

129 play a role

130 crucial

131 earthquake

132 the Arab Spring

133 by any measure

134 infinitely

135 amateur

136 preoccupied

137 flood(동사)

138 deny

139 essential

140 a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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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ind out 31 describe

2 point out 32 hide

3 prevent O from Ving 33 might have p.p

4 in a second 34 within

5 cloud 35 mostly

6 hear of 36 marvelous

7 essential 37 crucial

8 imagination 38 ever-evolving

9 require 39 instantly

10 realize 40 amateur

11 teleportation 41 except

12 gorgeous 42 spread

13 discard 43 not only A but also B

14 fiction 44 document

15 length 45 the Arab Spring

16 source 46 destroy

17 identify 47 device

18 transfer 48 composition

19
not ~ anymore[any
longer]

49 earthquake

20 rescue 50 further

21 occasion 51 integrate

22 standard format 52 storage

23 furthermore 53 alter

24 incident 54 share

25 in other words 55 nowadays

26 feature 56 exotic

27 end up with 57 attempt

28 handle(동사) 58 make-up

29 predict 59 selfie

30 full article 60 at l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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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찾아내다, 알아내다 31 설명하다, 묘사하다

2 지적하다, 보여주다 32 숨다

3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33
(과거사실) ~이었을지도 모

른다

4 일 초 만에 34 ~이내에

5
데이터를 하드디스크 없이

인터넷을 통해 저장하는 구
35 주로, 대개

6 ~관해 소문[의견]을 듣다 36
놀라운, 불가사의한, 훌륭

한

7 필수적인 37 중요한, 결정적인

8 상상, 상상력 38 계속 진화하는

9 요구하다 39 즉시

10 깨닫다, 실현하다 40 아마추어, 비전문가

11 순간이동 41 ~를 제외하고

12 호화로운, 멋진, 훌륭한 42 퍼뜨리다

13 버리다 43 A뿐만 아니라 B도

14 허구, 소설 44 문서

15 길이 45
아랍의 봄(2010년 말 튀니

지에서 시작되어 아랍 중동

16 출처, 원천 46 파괴하다, 파기하다

17 알아내다, 알아차리다 47 장치

18 전송하다 48 (사진 찍을 때) 구도

19 더 이상 ~아닌 49 지진

20 구조 50 추가로

21 경우, 사건 51 통합하다

22 표준 형식 52 저장, 저장(소, 장치)

23 게다가 53 바꾸다

24 사건 54 공유하다

25 즉, 다시 말하면 55 요즘

26 특징 56 이국적인

27 결국 ~를 갖게 되다 57 시도하다

28 ~을 다루다 58 화장, 분장

29 예언하다, 예측하다 59 본인 사진

30 전체기사 60 최소한,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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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ind out 31 describe

2 point out 32 hide

3 prevent O from Ving 33 might have p.p

4 in a second 34 within

5 cloud 35 mostly

6 ~관해 소문[의견]을 듣다 36
놀라운, 불가사의한, 훌륭

한

7 필수적인 37 중요한, 결정적인

8 상상, 상상력 38 계속 진화하는

9 요구하다 39 즉시

10 깨닫다, 실현하다 40 아마추어, 비전문가

11 teleportation 41 except

12 gorgeous 42 spread

13 discard 43 not only A but also B

14 fiction 44 document

15 length 45 the Arab Spring

16 출처, 원천 46 파괴하다, 파기하다

17 알아내다, 알아차리다 47 장치

18 전송하다 48 (사진 찍을 때) 구도

19 더 이상 ~아닌 49 지진

20 구조 50 추가로

21 occasion 51 integrate

22 standard format 52 storage

23 furthermore 53 alter

24 incident 54 share

25 in other words 55 nowadays

26 특징 56 이국적인

27 결국 ~를 갖게 되다 57 시도하다

28 ~을 다루다 58 화장, 분장

29 예언하다, 예측하다 59 본인 사진

30 전체기사 60 최소한,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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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ind out 찾아내다, 알아내다 31 describe 설명하다, 묘사하다

2 point out 지적하다, 보여주다 32 hide 숨다

3 prevent O from Ving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33 might have p.p
(과거사실) ~이었을지도 모

른다

4 in a second 일 초 만에 34 within ~이내에

5 cloud
데이터를 하드디스크 없이

인터넷을 통해 저장하는 구
35 mostly 주로, 대개

6 hear of ~관해 소문[의견]을 듣다 36 marvelous
놀라운, 불가사의한, 훌륭

한

7 essential 필수적인 37 crucial 중요한, 결정적인

8 imagination 상상, 상상력 38 ever-evolving 계속 진화하는

9 require 요구하다 39 instantly 즉시

10 realize 깨닫다, 실현하다 40 amateur 아마추어, 비전문가

11 teleportation 순간이동 41 except ~를 제외하고

12 gorgeous 호화로운, 멋진, 훌륭한 42 spread 퍼뜨리다

13 discard 버리다 43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14 fiction 허구, 소설 44 document 문서

15 length 길이 45 the Arab Spring
아랍의 봄(2010년 말 튀니

지에서 시작되어 아랍 중동

16 source 출처, 원천 46 destroy 파괴하다, 파기하다

17 identify 알아내다, 알아차리다 47 device 장치

18 transfer 전송하다 48 composition (사진 찍을 때) 구도

19
not ~ anymore[any
longer]

더 이상 ~아닌 49 earthquake 지진

20 rescue 구조 50 further 추가로

21 occasion 경우, 사건 51 integrate 통합하다

22 standard format 표준 형식 52 storage 저장, 저장(소, 장치)

23 furthermore 게다가 53 alter 바꾸다

24 incident 사건 54 share 공유하다

25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55 nowadays 요즘

26 feature 특징 56 exotic 이국적인

27 end up with 결국 ~를 갖게 되다 57 attempt 시도하다

28 handle(동사) ~을 다루다 58 make-up 화장, 분장

29 predict 예언하다, 예측하다 59 selfie 본인 사진

30 full article 전체기사 60 at least 최소한,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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