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hink of~ ~을 생각해내다 31 support
1. 부양하다 2. <의견·사람·

행동 등> 을 지지하다

2 western
1. 서양의, 서방의 2. 서쪽

의, 서부의
32 financially 재정적으로

3 find … out …을 알아내다 33 priest 신부, 목사

4 ingredient 재료 34 award
...에게 <상·학위 등>을 수

여하다

5 expression 표현, 말 35 from then on 그때부터 계속

6 find … out …을 알아내다 36 at that time 그 때에

7 overly 너무, 몹시 37 take on
<표정·소리 등>을 띠다,

<새로운 성질·양상 등>을

8 responsive to …에 빠른 반응을 보이는 38 most likely 아마도, 필시

9 theatrical 연극의 39 come from ~로부터 유래되다, 오다

10 performance (연극 등의) 상연, 공연 40 common practice 일반적 습관

11 needless 불필요한, 쓸데없는 41 display 전시하다, 진열하다

12 needless to say 말할 나위도 없이, 물론 42 wheel 바퀴

13 embarrassing 당혹스러운, 난처한 43 public 공공의, 공적인, 공개적인

14 appearance 용모, 외관, 겉보기 44 private 민간의, 사립의

15 performer 연주자, 배우, 가수 45 cut … up …을 조각내다, 잘게 썰다

16 give a performance 공연하다 46 ceremonially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17 stage 무대, 스테이지 47 at a later date 나중에

18 situation 상황 48 for some time 잠시 동안

19 to be honest 솔직히 말해서 49 gradually 점차, 서서히

20 slice
(얇게) 썰다, 베다, (음식을

얇게 썬) 조각
50 importance 중요성, 중대성

21 feed
(가족이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다[먹여 살리다]
51 power 권력, 힘, 지배력

22 mankind 인류, 인간, 사람들 52 grain
1. (모래·설탕 등의) 알갱이,

입자 2. 곡식, 곡물

23 mass-produce
…을 (특히 기계를 써서) 대

량 생산하다
53 poison

...을 독살하다, (독으로) ...

을 중독시키다

24 Industrial Revolution 산업 혁명 54 contain
<성분·영양소 등> 을 포함

하다, 함유하다

25 convenience 편의, 편리 55 fear
1. v. …을 우려하다, 걱정하

다 2. 두려움, 겁 3. 불안, 걱

26 by hand 손으로 56 remedy
1. 치료약, 요법 2. 해결책,

개선책

27 put … into service …을 사용하기 시작하다 57 recipe
1. 방안, 비결 2. 조리법, 요

리법

28 advertise 광고하다, 홍보하다 58 nut 1. 견과 2. 너트, 암나사

29 coin (어구를) 새로 만들다 59 deciding 결정적인 것이 되는

30 refer to
표현하다, 말하다, 나타내

다
60 protect ~을 보호하다, 지키다

영어 동아 (이병민)

https://likasuni.tistory.com/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inaccurate 부정확한, 오류가 있는

62 doubt
의구심, 의혹, 불신, ~을 의

심하다, 확신하지 못하다

63 misleading
잘못된 정보를 주는, 오도

하는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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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hink of~ 31 support

2 western 32 financially

3 find … out 33 priest

4 ingredient 34 award

5 expression 35 from then on

6 find … out 36 at that time

7 overly 37 take on

8 responsive to 38 most likely

9 theatrical 39 come from

10 performance 40 common practice

11 needless 41 display

12 needless to say 42 wheel

13 embarrassing 43 public

14 appearance 44 private

15 performer 45 cut … up

16 give a performance 46 ceremonially

17 stage 47 at a later date

18 situation 48 for some time

19 to be honest 49 gradually

20 slice 50 importance

21 feed 51 power

22 mankind 52 grain

23 mass-produce 53 poison

24 Industrial Revolution 54 contain

25 convenience 55 fear

26 by hand 56 remedy

27 put … into service 57 recipe

28 advertise 58 nut

29 coin 59 deciding

30 refer to 60 protect

영어 동아 (이병민)

https://likasuni.tistory.com/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inaccurate

62 doubt

63 misleading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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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accurate 31 common practice

2 mankind 32 convenience

3 at that time 33 award

4 find … out 34 advertise

5 fear 35 remedy

6 give a performance 36 nut

7 financially 37 situation

8 power 38 contain

9 most likely 39 take on

10 recipe 40 overly

11 mass-produce 41 responsive to

12 slice 42 display

13 ingredient 43 Industrial Revolution

14 needless 44 protect

15 from then on 45 deciding

16 performer 46 feed

17 gradually 47 think of~

18 refer to 48 doubt

19 by hand 49 find … out

20 importance 50 misleading

21 support 51 priest

22 come from 52 private

23 ceremonially 53 wheel

24 coin 54 western

25 performance 55 grain

26 appearance 56 theatrical

27 embarrassing 57 needless to say

28 stage 58 public

29 for some time 59 expression

30 to be honest 60 poison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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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부정확한, 오류가 있는 31 일반적 습관

2 인류, 인간, 사람들 32 편의, 편리

3 그 때에 33
...에게 <상·학위 등>을 수

여하다

4 …을 알아내다 34 광고하다, 홍보하다

5
1. v. …을 우려하다, 걱정하

다 2. 두려움, 겁 3. 불안, 걱
35

1. 치료약, 요법 2. 해결책,

개선책

6 공연하다 36 1. 견과 2. 너트, 암나사

7 재정적으로 37 상황

8 권력, 힘, 지배력 38
<성분·영양소 등> 을 포함

하다, 함유하다

9 아마도, 필시 39
<표정·소리 등>을 띠다,

<새로운 성질·양상 등>을

10
1. 방안, 비결 2. 조리법, 요

리법
40 너무, 몹시

11
…을 (특히 기계를 써서) 대

량 생산하다
41 …에 빠른 반응을 보이는

12
(얇게) 썰다, 베다, (음식을

얇게 썬) 조각
42 전시하다, 진열하다

13 재료 43 산업 혁명

14 불필요한, 쓸데없는 44 ~을 보호하다, 지키다

15 그때부터 계속 45 결정적인 것이 되는

16 연주자, 배우, 가수 46
(가족이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다[먹여 살리다]

17 점차, 서서히 47 ~을 생각해내다

18
표현하다, 말하다, 나타내

다
48

의구심, 의혹, 불신, ~을 의

심하다, 확신하지 못하다

19 손으로 49 …을 알아내다

20 중요성, 중대성 50
잘못된 정보를 주는, 오도

하는

21
1. 부양하다 2. <의견·사람·

행동 등> 을 지지하다
51 신부, 목사

22 ~로부터 유래되다, 오다 52 민간의, 사립의

23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53 바퀴

24 (어구를) 새로 만들다 54
1. 서양의, 서방의 2. 서쪽

의, 서부의

25 (연극 등의) 상연, 공연 55
1. (모래·설탕 등의) 알갱이,

입자 2. 곡식, 곡물

26 용모, 외관, 겉보기 56 연극의

27 당혹스러운, 난처한 57 말할 나위도 없이, 물론

28 무대, 스테이지 58 공공의, 공적인, 공개적인

29 잠시 동안 59 표현, 말

30 솔직히 말해서 60
...을 독살하다, (독으로) ...

을 중독시키다

영어 동아 (이병민)

https://likasuni.tistory.com/



제 2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accurate 31 common practice

2 mankind 32 convenience

3 at that time 33 award

4 find … out 34 advertise

5 fear 35 remedy

6 공연하다 36 1. 견과 2. 너트, 암나사

7 재정적으로 37 상황

8 권력, 힘, 지배력 38
<성분·영양소 등> 을 포함

하다, 함유하다

9 아마도, 필시 39
<표정·소리 등>을 띠다,

<새로운 성질·양상 등>을

10
1. 방안, 비결 2. 조리법, 요

리법
40 너무, 몹시

11 mass-produce 41 responsive to

12 slice 42 display

13 ingredient 43 Industrial Revolution

14 needless 44 protect

15 from then on 45 deciding

16 연주자, 배우, 가수 46
(가족이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다[먹여 살리다]

17 점차, 서서히 47 ~을 생각해내다

18
표현하다, 말하다, 나타내

다
48

의구심, 의혹, 불신, ~을 의

심하다, 확신하지 못하다

19 손으로 49 …을 알아내다

20 중요성, 중대성 50
잘못된 정보를 주는, 오도

하는

21 support 51 priest

22 come from 52 private

23 ceremonially 53 wheel

24 coin 54 western

25 performance 55 grain

26 용모, 외관, 겉보기 56 연극의

27 당혹스러운, 난처한 57 말할 나위도 없이, 물론

28 무대, 스테이지 58 공공의, 공적인, 공개적인

29 잠시 동안 59 표현, 말

30 솔직히 말해서 60
...을 독살하다, (독으로) ...

을 중독시키다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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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accurate 부정확한, 오류가 있는 31 common practice 일반적 습관

2 mankind 인류, 인간, 사람들 32 convenience 편의, 편리

3 at that time 그 때에 33 award
...에게 <상·학위 등>을 수

여하다

4 find … out …을 알아내다 34 advertise 광고하다, 홍보하다

5 fear
1. v. …을 우려하다, 걱정하

다 2. 두려움, 겁 3. 불안, 걱
35 remedy

1. 치료약, 요법 2. 해결책,

개선책

6 give a performance 공연하다 36 nut 1. 견과 2. 너트, 암나사

7 financially 재정적으로 37 situation 상황

8 power 권력, 힘, 지배력 38 contain
<성분·영양소 등> 을 포함

하다, 함유하다

9 most likely 아마도, 필시 39 take on
<표정·소리 등>을 띠다,

<새로운 성질·양상 등>을

10 recipe
1. 방안, 비결 2. 조리법, 요

리법
40 overly 너무, 몹시

11 mass-produce
…을 (특히 기계를 써서) 대

량 생산하다
41 responsive to …에 빠른 반응을 보이는

12 slice
(얇게) 썰다, 베다, (음식을

얇게 썬) 조각
42 display 전시하다, 진열하다

13 ingredient 재료 43 Industrial Revolution 산업 혁명

14 needless 불필요한, 쓸데없는 44 protect ~을 보호하다, 지키다

15 from then on 그때부터 계속 45 deciding 결정적인 것이 되는

16 performer 연주자, 배우, 가수 46 feed
(가족이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다[먹여 살리다]

17 gradually 점차, 서서히 47 think of~ ~을 생각해내다

18 refer to
표현하다, 말하다, 나타내

다
48 doubt

의구심, 의혹, 불신, ~을 의

심하다, 확신하지 못하다

19 by hand 손으로 49 find … out …을 알아내다

20 importance 중요성, 중대성 50 misleading
잘못된 정보를 주는, 오도

하는

21 support
1. 부양하다 2. <의견·사람·

행동 등> 을 지지하다
51 priest 신부, 목사

22 come from ~로부터 유래되다, 오다 52 private 민간의, 사립의

23 ceremonially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53 wheel 바퀴

24 coin (어구를) 새로 만들다 54 western
1. 서양의, 서방의 2. 서쪽

의, 서부의

25 performance (연극 등의) 상연, 공연 55 grain
1. (모래·설탕 등의) 알갱이,

입자 2. 곡식, 곡물

26 appearance 용모, 외관, 겉보기 56 theatrical 연극의

27 embarrassing 당혹스러운, 난처한 57 needless to say 말할 나위도 없이, 물론

28 stage 무대, 스테이지 58 public 공공의, 공적인, 공개적인

29 for some time 잠시 동안 59 expression 표현, 말

30 to be honest 솔직히 말해서 60 poison
...을 독살하다, (독으로) ...

을 중독시키다

영어 동아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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