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AR.2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resent 제시하다 31 advancement 진보, 발전

2 wonder 경이, 불가사의 32 female 암컷의

3 take ~ up to ...
~를 ...로 데려가다[운반하

다]
33 dense forest 밀림

4 canal 운하 34 elevation
승진, 승격, 해발 높이, 고

도, 증가

5 necessity 필요 35 level 수준, 평평한

6 modern 현대의 36 pose (문제, 위협 등을) 제기하다

7 modern convenience 현대 문명의 이기 37 literally 문자[말] 그대로

8 international 국제의 38 take over 인수하다

9 the Pacific Ocean 태평양 39 face 직면하다

10 the Atlantic Ocean 대서양 40 complete 마치다, 끝내다

11 task 일 41 overcome 극복하다

12 direct 직행의, 직통의 42 hospitalize 입원시키다

13 route 경로 43 threat 협박, 위협, 위험

14 path 길 44 panic 공포

15 man-made 사람이 만든 45 site 현장

16 channel 수로 46 undesirable 원하지 않는, 달갑지 않은

17 recognize 인지하다 47 disagree
의견이 다르다, 동의하지

않다

18 construction 공사 48 discover 알아내다

19 isthmus 지협 49 primary 주된, 주요한

20 connect 연결하다 50 transmitter 전송기, 송신기, 전달자

21 continent 대륙 51 claim 주장하다

22 confident 자신 있는 52 extensive 대규모의

23 disastrous 처참한 53 private home 가정집

24 unfold
(접혀 있는 것이) 펴지다,

(어떤 내용이) 펼쳐지다
54 wage war 전쟁을 벌이다

25 bankrupt 파산한 55 drain 배수관, 물을 빼다

26 abandon 포기하다 56 standing water 물웅덩이

27 failure 실패 57 practically 실질적으로

28 yellow fever 황열병 58 wipe out ~을 완전히 없애버리다

29 disease 질병 59 will 뜻

30 incurable 불치의 60 sea-level 해수면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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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AR.2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hief 최고위자인

62 uneven 평평하지 않은

63 step 단계

64 dock 부두

65 process 과정

66 sacrifice 희생

67 creativity 창의성

68 go through ~을 통과하다

69 consider A B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70 achievement 업적, 성취

71 fruit 결실

72 engineering 공학

73 achieve 이루다, 성취하다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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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AR.2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resent 31 advancement

2 wonder 32 female

3 take ~ up to ... 33 dense forest

4 canal 34 elevation

5 necessity 35 level

6 modern 36 pose

7 modern convenience 37 literally

8 international 38 take over

9 the Pacific Ocean 39 face

10 the Atlantic Ocean 40 complete

11 task 41 overcome

12 direct 42 hospitalize

13 route 43 threat

14 path 44 panic

15 man-made 45 site

16 channel 46 undesirable

17 recognize 47 disagree

18 construction 48 discover

19 isthmus 49 primary

20 connect 50 transmitter

21 continent 51 claim

22 confident 52 extensive

23 disastrous 53 private home

24 unfold 54 wage war

25 bankrupt 55 drain

26 abandon 56 standing water

27 failure 57 practically

28 yellow fever 58 wipe out

29 disease 59 will

30 incurable 60 sea-level

영어 동아 (이병민)

https://likasuni.tistory.com/



제 AR.2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hief

62 uneven

63 step

64 dock

65 process

66 sacrifice

67 creativity

68 go through

69 consider A B

70 achievement

71 fruit

72 engineering

73 achieve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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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AR.2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age war 31 panic

2 route 32 standing water

3 abandon 33 present

4 confident 34 sacrifice

5 extensive 35 go through

6 claim 36 achievement

7 international 37 disease

8 elevation 38 direct

9 dense forest 39 process

10 man-made 40 sea-level

11 failure 41 level

12 canal 42 disastrous

13 connect 43 wonder

14 primary 44 threat

15 private home 45 female

16 chief 46 transmitter

17 task 47 will

18 creativity 48 fruit

19 yellow fever 49 dock

20 overcome 50 pose

21 channel 51 complete

22 disagree 52 practically

23 site 53 continent

24 construction 54 drain

25 incurable 55 discover

26 necessity 56 advancement

27 face 57 achieve

28 modern 58 hospitalize

29 step 59 recognize

30 uneven 60 modern convenience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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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AR.2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전쟁을 벌이다 31 공포

2 경로 32 물웅덩이

3 포기하다 33 제시하다

4 자신 있는 34 희생

5 대규모의 35 ~을 통과하다

6 주장하다 36 업적, 성취

7 국제의 37 질병

8
승진, 승격, 해발 높이, 고

도, 증가
38 직행의, 직통의

9 밀림 39 과정

10 사람이 만든 40 해수면

11 실패 41 수준, 평평한

12 운하 42 처참한

13 연결하다 43 경이, 불가사의

14 주된, 주요한 44 협박, 위협, 위험

15 가정집 45 암컷의

16 최고위자인 46 전송기, 송신기, 전달자

17 일 47 뜻

18 창의성 48 결실

19 황열병 49 부두

20 극복하다 50 (문제, 위협 등을) 제기하다

21 수로 51 마치다, 끝내다

22
의견이 다르다, 동의하지

않다
52 실질적으로

23 현장 53 대륙

24 공사 54 배수관, 물을 빼다

25 불치의 55 알아내다

26 필요 56 진보, 발전

27 직면하다 57 이루다, 성취하다

28 현대의 58 입원시키다

29 단계 59 인지하다

30 평평하지 않은 60 현대 문명의 이기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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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AR.2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age war 31 panic

2 route 32 standing water

3 abandon 33 present

4 confident 34 sacrifice

5 extensive 35 go through

6 주장하다 36 업적, 성취

7 국제의 37 질병

8
승진, 승격, 해발 높이, 고

도, 증가
38 직행의, 직통의

9 밀림 39 과정

10 사람이 만든 40 해수면

11 failure 41 level

12 canal 42 disastrous

13 connect 43 wonder

14 primary 44 threat

15 private home 45 female

16 최고위자인 46 전송기, 송신기, 전달자

17 일 47 뜻

18 창의성 48 결실

19 황열병 49 부두

20 극복하다 50 (문제, 위협 등을) 제기하다

21 channel 51 complete

22 disagree 52 practically

23 site 53 continent

24 construction 54 drain

25 incurable 55 discover

26 필요 56 진보, 발전

27 직면하다 57 이루다, 성취하다

28 현대의 58 입원시키다

29 단계 59 인지하다

30 평평하지 않은 60 현대 문명의 이기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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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AR.2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age war 전쟁을 벌이다 31 panic 공포

2 route 경로 32 standing water 물웅덩이

3 abandon 포기하다 33 present 제시하다

4 confident 자신 있는 34 sacrifice 희생

5 extensive 대규모의 35 go through ~을 통과하다

6 claim 주장하다 36 achievement 업적, 성취

7 international 국제의 37 disease 질병

8 elevation
승진, 승격, 해발 높이, 고

도, 증가
38 direct 직행의, 직통의

9 dense forest 밀림 39 process 과정

10 man-made 사람이 만든 40 sea-level 해수면

11 failure 실패 41 level 수준, 평평한

12 canal 운하 42 disastrous 처참한

13 connect 연결하다 43 wonder 경이, 불가사의

14 primary 주된, 주요한 44 threat 협박, 위협, 위험

15 private home 가정집 45 female 암컷의

16 chief 최고위자인 46 transmitter 전송기, 송신기, 전달자

17 task 일 47 will 뜻

18 creativity 창의성 48 fruit 결실

19 yellow fever 황열병 49 dock 부두

20 overcome 극복하다 50 pose (문제, 위협 등을) 제기하다

21 channel 수로 51 complete 마치다, 끝내다

22 disagree
의견이 다르다, 동의하지

않다
52 practically 실질적으로

23 site 현장 53 continent 대륙

24 construction 공사 54 drain 배수관, 물을 빼다

25 incurable 불치의 55 discover 알아내다

26 necessity 필요 56 advancement 진보, 발전

27 face 직면하다 57 achieve 이루다, 성취하다

28 modern 현대의 58 hospitalize 입원시키다

29 step 단계 59 recognize 인지하다

30 uneven 평평하지 않은 60 modern convenience 현대 문명의 이기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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