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unbearably 참을 수 없게, 견딜 수 없게 31 stage
단계, 계획하다, 실행하다,

벌이다

2 crowd together 떼 지어 모이다 32 epic
장대한, 방대한, 엄청난, 대

규모의

3 briefly 간단히, 잠시 33 raid 습격, 급습

4 colony
1. 식민지 2. (동일 지역에

서식하는 동, 식물) 집단
34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5 locust 메뚜기 35 engineer 기술자, 수리공

6 dragonfly 잠자리 36 architect 건축가, 건설가

7 make a photocopy 복사하다 37 warrior 전사

8 be famous for ~로 유명하다 38 biologist 생물학자

9 swarm intelligence 집단 지성 39 unthinkable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10 be scared of ~을 무서워하다 40 path 길[방향] 경로

11 draft 초고, 초안 41 food source 식량원

12 nature trip 자연 학습 42 allocate 할당하다, 배치하다

13 exploration 탐험, 탐사 43 task 일, 과업, 과제

14 prepare 준비하다 44 defend 방어하다, 수비하다

15 expect
기다리다, 기대하다, 예상

하다
45 territory

(동물 등이 자기 소유로 여

기는) 영역

16 flock 무리, 떼 46 collective
집합적인, 집단적인, 집단

의

17 exhibit 나타내다, 보이다 47 social insect
사회적(성) 곤충(서로 일을

나누고, 도우면서 생활하는

18 crowded 붐비는, 혼잡한 48 herring 청어

19 farmland 농지, 농토 49 and so on 기타 등등, ~등

20 swarm 떼, 무리, 집단 50 in addition to
~에 더하여, ~이외에, ~뿐

아니라

21 government official 관리, 국가 공무원 51 critical 중요한, 결정적인

22 neglect 방치하다, 무시하다 52 make a decision 결정하다, 결정을 내리다

23 multiply 늘다, 증가하다 53 disagree
의견이 다르다, 동의하지

않다

24 farm produce 농산물, 농작물 54 school
1. 학교 2. (물고기 등 해양

생물의) 떼

25 observe 보다, 관찰하다 55 coordinate 조정하다, 조화시키다

26 wonder 궁금해 하다 56 precisely 정확히, 정확하게

27 organized
1. 조직화된, 조직적인 2.

체계적인
57 in a flash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

에

28 walk across ~을 가로질러 가다 58 organism 유기체, 생물

29 confidently 자신 있게, 당당히 59 grasp 이해하다, 파악하다

30 elaborate 정교한, 복잡한 60 contribute to ~에 기여하다, 이바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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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miraculous 기적적인, 놀라운 91 be in agreement 동의하다

62 decade 10년, 10년간 92 convince 납득시키다, 설득하다

63 come up with
~을 생각해내다, 제시[제

안]하다
93 once 일단 ~하면, ~하자마자

64 intriguing 아주 흥미로운 94 apply
1. 신청, 지원하다 2. 쓰다,

적용하다

65 insight 통찰력, 이해 95 impressed 감명[감동]받은

66 key (to N)
(~에 대한) 열쇠, 비결, 실

마리
96 seek 추구하다, 찾다

67 in charge
~을 맡은, 담당인, 책임지

는
97 diversity 다양성

68 command
1. 명령 2. 지휘 3. 명령하

다, 지시하다
98 competition 1. 경쟁 2. 대회, 시합

69 play no role 아무 역할도 하지 않다 99 mechanism
1. 기계 2. 절차, 방법 3. 심

리 과정, 기제

70 except ~을 제외하고는 100 narrow 좁은, (범위 따위를) 좁히다

71 management (조직 등의) 관리, 운영 101 chairman 의장, 회장

72 rely upon ~에 의지, 의존하다 102 department 부서, 학과

73 countless 무수한, 셀 수 없이 많은 103 run 운영하다, 관리하다

74 interaction 상호작용 104 faculty 교수단, 교직원

75 rule of thumb 경험에 근거한 규칙 105 for a while 잠시 동안

76 self-organizing 자기 조직화 106 conform 따르다, 순응하다

77 describe 설명하다, 묘사하다 107 identify 확인하다, 알아보다

78 creature 생물, 동물 108 ballot (무기명) 투표

79 act on ~에 따라 행동하다 109 secret ballot 비밀 투표, 무기명 투표

80 require 요구하다, 필요하다 110 emerge
나타나다, (사실 등이) 분명

해지다

81 complex 복잡한 111 conflict 갈등, 충돌

82 relatively 비교적, 상대적으로 112 query 질문, 의문

83 trail 자국, 흔적, 자취 113 survey 조사, 조사하다, 검사하다

84 pheromone 페로몬, 동종 유인 호르몬 114 index 색인, 지표

85 component (구성) 요소, 성분 115 index server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보여

주는 서버

86 scout 정찰병 116 billions of 수 십 억의

87 in search of ~을 찾아 117 relevant 관련 있는, 적절한

88 suitable 적합한, 적절한 118 remarkable 놀랄만한, 주목할 만한

89 code 1. 암호 2. 관례, 규칙 119 smarts 머리, 지능

90 check out 확인[조사]하다 120 significant 중요한,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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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unbearably 31 stage

2 crowd together 32 epic

3 briefly 33 raid

4 colony 34 at least

5 locust 35 engineer

6 dragonfly 36 architect

7 make a photocopy 37 warrior

8 be famous for 38 biologist

9 swarm intelligence 39 unthinkable

10 be scared of 40 path

11 draft 41 food source

12 nature trip 42 allocate

13 exploration 43 task

14 prepare 44 defend

15 expect 45 territory

16 flock 46 collective

17 exhibit 47 social insect

18 crowded 48 herring

19 farmland 49 and so on

20 swarm 50 in addition to

21 government official 51 critical

22 neglect 52 make a decision

23 multiply 53 disagree

24 farm produce 54 school

25 observe 55 coordinate

26 wonder 56 precisely

27 organized 57 in a flash

28 walk across 58 organism

29 confidently 59 grasp

30 elaborate 60 contribut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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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miraculous 91 be in agreement

62 decade 92 convince

63 come up with 93 once

64 intriguing 94 apply

65 insight 95 impressed

66 key (to N) 96 seek

67 in charge 97 diversity

68 command 98 competition

69 play no role 99 mechanism

70 except 100 narrow

71 management 101 chairman

72 rely upon 102 department

73 countless 103 run

74 interaction 104 faculty

75 rule of thumb 105 for a while

76 self-organizing 106 conform

77 describe 107 identify

78 creature 108 ballot

79 act on 109 secret ballot

80 require 110 emerge

81 complex 111 conflict

82 relatively 112 query

83 trail 113 survey

84 pheromone 114 index

85 component 115 index server

86 scout 116 billions of

87 in search of 117 relevant

88 suitable 118 remarkable

89 code 119 smarts

90 check out 120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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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xcept 31 collective

2 and so on 32 come up with

3 swarm 33 be in agreement

4 in a flash 34 observe

5 billions of 35 herring

6 component 36 task

7 crowd together 37 unbearably

8 require 38 run

9 relatively 39 swarm intelligence

10 convince 40 engineer

11 be famous for 41 at least

12 intriguing 42 countless

13 briefly 43 remarkable

14 miraculous 44 exploration

15 command 45 emerge

16 smarts 46 grasp

17 conflict 47 neglect

18 farm produce 48 for a while

19 check out 49 narrow

20 identify 50 elaborate

21 management 51 relevant

22 food source 52 in charge

23 allocate 53 walk across

24 stage 54 territory

25 prepare 55 diversity

26 exhibit 56 creature

27 multiply 57 query

28 make a decision 58 warrior

29 index 59 wonder

30 decade 60 ex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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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을 제외하고는 31
집합적인, 집단적인, 집단

의

2 기타 등등, ~등 32
~을 생각해내다, 제시[제

안]하다

3 떼, 무리, 집단 33 동의하다

4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

에
34 보다, 관찰하다

5 수 십 억의 35 청어

6 (구성) 요소, 성분 36 일, 과업, 과제

7 떼 지어 모이다 37 참을 수 없게, 견딜 수 없게

8 요구하다, 필요하다 38 운영하다, 관리하다

9 비교적, 상대적으로 39 집단 지성

10 납득시키다, 설득하다 40 기술자, 수리공

11 ~로 유명하다 41 적어도, 최소한

12 아주 흥미로운 42 무수한, 셀 수 없이 많은

13 간단히, 잠시 43 놀랄만한, 주목할 만한

14 기적적인, 놀라운 44 탐험, 탐사

15
1. 명령 2. 지휘 3. 명령하

다, 지시하다
45

나타나다, (사실 등이) 분명

해지다

16 머리, 지능 46 이해하다, 파악하다

17 갈등, 충돌 47 방치하다, 무시하다

18 농산물, 농작물 48 잠시 동안

19 확인[조사]하다 49 좁은, (범위 따위를) 좁히다

20 확인하다, 알아보다 50 정교한, 복잡한

21 (조직 등의) 관리, 운영 51 관련 있는, 적절한

22 식량원 52
~을 맡은, 담당인, 책임지

는

23 할당하다, 배치하다 53 ~을 가로질러 가다

24
단계, 계획하다, 실행하다,

벌이다
54

(동물 등이 자기 소유로 여

기는) 영역

25 준비하다 55 다양성

26 나타내다, 보이다 56 생물, 동물

27 늘다, 증가하다 57 질문, 의문

28 결정하다, 결정을 내리다 58 전사

29 색인, 지표 59 궁금해 하다

30 10년, 10년간 60
기다리다, 기대하다, 예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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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xcept 31 collective

2 and so on 32 come up with

3 swarm 33 be in agreement

4 in a flash 34 observe

5 billions of 35 herring

6 (구성) 요소, 성분 36 일, 과업, 과제

7 떼 지어 모이다 37 참을 수 없게, 견딜 수 없게

8 요구하다, 필요하다 38 운영하다, 관리하다

9 비교적, 상대적으로 39 집단 지성

10 납득시키다, 설득하다 40 기술자, 수리공

11 be famous for 41 at least

12 intriguing 42 countless

13 briefly 43 remarkable

14 miraculous 44 exploration

15 command 45 emerge

16 머리, 지능 46 이해하다, 파악하다

17 갈등, 충돌 47 방치하다, 무시하다

18 농산물, 농작물 48 잠시 동안

19 확인[조사]하다 49 좁은, (범위 따위를) 좁히다

20 확인하다, 알아보다 50 정교한, 복잡한

21 management 51 relevant

22 food source 52 in charge

23 allocate 53 walk across

24 stage 54 territory

25 prepare 55 diversity

26 나타내다, 보이다 56 생물, 동물

27 늘다, 증가하다 57 질문, 의문

28 결정하다, 결정을 내리다 58 전사

29 색인, 지표 59 궁금해 하다

30 10년, 10년간 60
기다리다, 기대하다, 예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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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xcept ~을 제외하고는 31 collective
집합적인, 집단적인, 집단

의

2 and so on 기타 등등, ~등 32 come up with
~을 생각해내다, 제시[제

안]하다

3 swarm 떼, 무리, 집단 33 be in agreement 동의하다

4 in a flash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

에
34 observe 보다, 관찰하다

5 billions of 수 십 억의 35 herring 청어

6 component (구성) 요소, 성분 36 task 일, 과업, 과제

7 crowd together 떼 지어 모이다 37 unbearably 참을 수 없게, 견딜 수 없게

8 require 요구하다, 필요하다 38 run 운영하다, 관리하다

9 relatively 비교적, 상대적으로 39 swarm intelligence 집단 지성

10 convince 납득시키다, 설득하다 40 engineer 기술자, 수리공

11 be famous for ~로 유명하다 41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12 intriguing 아주 흥미로운 42 countless 무수한, 셀 수 없이 많은

13 briefly 간단히, 잠시 43 remarkable 놀랄만한, 주목할 만한

14 miraculous 기적적인, 놀라운 44 exploration 탐험, 탐사

15 command
1. 명령 2. 지휘 3. 명령하

다, 지시하다
45 emerge

나타나다, (사실 등이) 분명

해지다

16 smarts 머리, 지능 46 grasp 이해하다, 파악하다

17 conflict 갈등, 충돌 47 neglect 방치하다, 무시하다

18 farm produce 농산물, 농작물 48 for a while 잠시 동안

19 check out 확인[조사]하다 49 narrow 좁은, (범위 따위를) 좁히다

20 identify 확인하다, 알아보다 50 elaborate 정교한, 복잡한

21 management (조직 등의) 관리, 운영 51 relevant 관련 있는, 적절한

22 food source 식량원 52 in charge
~을 맡은, 담당인, 책임지

는

23 allocate 할당하다, 배치하다 53 walk across ~을 가로질러 가다

24 stage
단계, 계획하다, 실행하다,

벌이다
54 territory

(동물 등이 자기 소유로 여

기는) 영역

25 prepare 준비하다 55 diversity 다양성

26 exhibit 나타내다, 보이다 56 creature 생물, 동물

27 multiply 늘다, 증가하다 57 query 질문, 의문

28 make a decision 결정하다, 결정을 내리다 58 warrior 전사

29 index 색인, 지표 59 wonder 궁금해 하다

30 decade 10년, 10년간 60 expect
기다리다, 기대하다, 예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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