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onder
1. 경이로운 것 2. 경탄, 감

탄 3. ...을 궁금해 하다
31 automatic 무의식적인, 자동적인

2 outer 바깥 표면의, 외부의 32 response 반응

3 outer space 우주공간 33 warning 경고의, 주의를 촉구하는

4 exist 존재하다, 있다 34 warning sign 경고 신호

5 universe 우주 35 sign
1. 조짐, 징표, 징후 2. 간판,

신호

6 play a part in ...에서 역할을 담당하다 36 tend to RV~
~하는 경향이 있다, ~하기

쉽다

7 advanced 진보된, 발달된 37 avoid ...을 피하다

8 variation 변형 38 potentially 잠재적으로, 가능성 있게

9 identify 알아보다 39 poisonous 독성이 있는

10 gene 유전자 40 instinct 본능, 타고난 소질

11 perceive 인지하다 41 by instinct 본능적으로

12 chromosome 염색체 42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13 generally 일반적으로 43 generally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14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44 be the case (that) ...라는 것이 실정[사실]이다

15 obvious 명백한 45 decisive 결단력 있는, 단호한

16 maintain 유지하다 46 delicate 연약한, 여린

17 spectrum 스펙트럼 47 suitable 적합한

18 shade 색조 48 proper 적합한, 알맞은

19 have a seat 자리에 앉다, 착석하다 49 active 적극적인

20 free
자유로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50 dress ... in something ...에게 <옷>을 입히다

21 sound like~ ~인 것 같다 51 emotionless 감정이 없는

22 lose weight 살을 빼다, 살이 빠지다 52 lifeless 활기가 없는

23 demonstrate 설명하다, 입증하다 53 affect 영향을 주다

24 nonsense 터무니없는 말, 허튼소리 54 surroundings
주변[주위]의 것들, (둘러

싼) 환경

25 unusual 드문 55 state 상태

26 highly 매우, 대단히 56 irritating 짜증나는, 화나는

27 naturally 자연스럽게 57 relaxing
편안하게 하는, 긴장을 풀

어주는

28 suppress
1. [반응 등을] 억제하다 2.

[감정 등을] 억제하다, 참다
58 mental 정신의, 마음의

29 time and time again 되풀이하여, 몇 번이고 59 physical 신체의, 육체의

30 leafy
잎이 많은[우거진], 잎으로

덮인
60 play a role in ~에서 역할을 담당하다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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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be associated with ~와 관련되다

62 boost 증가

63 heart rate 심박수

64 categorize 분류하다

65 range from ~ to 범위가 ~에서 ~에 이르다

66 arouse 불러일으키다

67 incorporate ...을 포함해 넣다

68
incorporate ~ in[into]

...

~을 ...에 반영하다[추가하

다]

69 repaint ~을 다시 칠하다

70 option 선택 사항

71 creativity 창의성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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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onder 31 automatic

2 outer 32 response

3 outer space 33 warning

4 exist 34 warning sign

5 universe 35 sign

6 play a part in 36 tend to RV~

7 advanced 37 avoid

8 variation 38 potentially

9 identify 39 poisonous

10 gene 40 instinct

11 perceive 41 by instinct

12 chromosome 42 automatically

13 generally 43 generally

14 interestingly 44 be the case (that)

15 obvious 45 decisive

16 maintain 46 delicate

17 spectrum 47 suitable

18 shade 48 proper

19 have a seat 49 active

20 free 50 dress ... in something

21 sound like~ 51 emotionless

22 lose weight 52 lifeless

23 demonstrate 53 affect

24 nonsense 54 surroundings

25 unusual 55 state

26 highly 56 irritating

27 naturally 57 relaxing

28 suppress 58 mental

29 time and time again 59 physical

30 leafy 60 play a role in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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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be associated with

62 boost

63 heart rate

64 categorize

65 range from ~ to

66 arouse

67 incorporate

68
incorporate ~ in[into]

...

69 repaint

70 option

71 creativity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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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arning 31 suppress

2 gene 32 play a part in

3 heart rate 33 variation

4 sign 34 play a role in

5 emotionless 35 potentially

6 surroundings 36 shade

7 spectrum 37 sound like~

8 lose weight 38 universe

9 physical 39 automatic

10 delicate 40 proper

11 obvious 41 range from ~ to

12 time and time again 42 advanced

13 poisonous 43 have a seat

14 instinct 44 relaxing

15 creativity 45 nonsense

16 boost 46 categorize

17 outer 47 by instinct

18 warning sign 48 repaint

19 irritating 49 leafy

20 tend to RV~ 50 dress ... in something

21 wonder 51 generally

22 incorporate 52 be the case (that)

23 highly 53 perceive

24 response 54 active

25 outer space 55 decisive

26 be associated with 56 exist

27 naturally 57 state

28
incorporate ~ in[into]
...

58 option

29 lifeless 59 arouse

30 avoid 60 identify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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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경고의, 주의를 촉구하는 31
1. [반응 등을] 억제하다 2.

[감정 등을] 억제하다, 참다

2 유전자 32 ...에서 역할을 담당하다

3 심박수 33 변형

4
1. 조짐, 징표, 징후 2. 간판,

신호
34 ~에서 역할을 담당하다

5 감정이 없는 35 잠재적으로, 가능성 있게

6
주변[주위]의 것들, (둘러

싼) 환경
36 색조

7 스펙트럼 37 ~인 것 같다

8 살을 빼다, 살이 빠지다 38 우주

9 신체의, 육체의 39 무의식적인, 자동적인

10 연약한, 여린 40 적합한, 알맞은

11 명백한 41 범위가 ~에서 ~에 이르다

12 되풀이하여, 몇 번이고 42 진보된, 발달된

13 독성이 있는 43 자리에 앉다, 착석하다

14 본능, 타고난 소질 44
편안하게 하는, 긴장을 풀

어주는

15 창의성 45 터무니없는 말, 허튼소리

16 증가 46 분류하다

17 바깥 표면의, 외부의 47 본능적으로

18 경고 신호 48 ~을 다시 칠하다

19 짜증나는, 화나는 49
잎이 많은[우거진], 잎으로

덮인

20
~하는 경향이 있다, ~하기

쉽다
50 ...에게 <옷>을 입히다

21
1. 경이로운 것 2. 경탄, 감

탄 3. ...을 궁금해 하다
51 일반적으로

22 ...을 포함해 넣다 52 ...라는 것이 실정[사실]이다

23 매우, 대단히 53 인지하다

24 반응 54 적극적인

25 우주공간 55 결단력 있는, 단호한

26 ~와 관련되다 56 존재하다, 있다

27 자연스럽게 57 상태

28
~을 ...에 반영하다[추가하

다]
58 선택 사항

29 활기가 없는 59 불러일으키다

30 ...을 피하다 60 알아보다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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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arning 31 suppress

2 gene 32 play a part in

3 heart rate 33 variation

4 sign 34 play a role in

5 emotionless 35 potentially

6
주변[주위]의 것들, (둘러

싼) 환경
36 색조

7 스펙트럼 37 ~인 것 같다

8 살을 빼다, 살이 빠지다 38 우주

9 신체의, 육체의 39 무의식적인, 자동적인

10 연약한, 여린 40 적합한, 알맞은

11 obvious 41 range from ~ to

12 time and time again 42 advanced

13 poisonous 43 have a seat

14 instinct 44 relaxing

15 creativity 45 nonsense

16 증가 46 분류하다

17 바깥 표면의, 외부의 47 본능적으로

18 경고 신호 48 ~을 다시 칠하다

19 짜증나는, 화나는 49
잎이 많은[우거진], 잎으로

덮인

20
~하는 경향이 있다, ~하기

쉽다
50 ...에게 <옷>을 입히다

21 wonder 51 generally

22 incorporate 52 be the case (that)

23 highly 53 perceive

24 response 54 active

25 outer space 55 decisive

26 ~와 관련되다 56 존재하다, 있다

27 자연스럽게 57 상태

28
~을 ...에 반영하다[추가하

다]
58 선택 사항

29 활기가 없는 59 불러일으키다

30 ...을 피하다 60 알아보다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2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arning 경고의, 주의를 촉구하는 31 suppress
1. [반응 등을] 억제하다 2.

[감정 등을] 억제하다, 참다

2 gene 유전자 32 play a part in ...에서 역할을 담당하다

3 heart rate 심박수 33 variation 변형

4 sign
1. 조짐, 징표, 징후 2. 간판,

신호
34 play a role in ~에서 역할을 담당하다

5 emotionless 감정이 없는 35 potentially 잠재적으로, 가능성 있게

6 surroundings
주변[주위]의 것들, (둘러

싼) 환경
36 shade 색조

7 spectrum 스펙트럼 37 sound like~ ~인 것 같다

8 lose weight 살을 빼다, 살이 빠지다 38 universe 우주

9 physical 신체의, 육체의 39 automatic 무의식적인, 자동적인

10 delicate 연약한, 여린 40 proper 적합한, 알맞은

11 obvious 명백한 41 range from ~ to 범위가 ~에서 ~에 이르다

12 time and time again 되풀이하여, 몇 번이고 42 advanced 진보된, 발달된

13 poisonous 독성이 있는 43 have a seat 자리에 앉다, 착석하다

14 instinct 본능, 타고난 소질 44 relaxing
편안하게 하는, 긴장을 풀

어주는

15 creativity 창의성 45 nonsense 터무니없는 말, 허튼소리

16 boost 증가 46 categorize 분류하다

17 outer 바깥 표면의, 외부의 47 by instinct 본능적으로

18 warning sign 경고 신호 48 repaint ~을 다시 칠하다

19 irritating 짜증나는, 화나는 49 leafy
잎이 많은[우거진], 잎으로

덮인

20 tend to RV~
~하는 경향이 있다, ~하기

쉽다
50 dress ... in something ...에게 <옷>을 입히다

21 wonder
1. 경이로운 것 2. 경탄, 감

탄 3. ...을 궁금해 하다
51 generally 일반적으로

22 incorporate ...을 포함해 넣다 52 be the case (that) ...라는 것이 실정[사실]이다

23 highly 매우, 대단히 53 perceive 인지하다

24 response 반응 54 active 적극적인

25 outer space 우주공간 55 decisive 결단력 있는, 단호한

26 be associated with ~와 관련되다 56 exist 존재하다, 있다

27 naturally 자연스럽게 57 state 상태

28
incorporate ~ in[into]
...

~을 ...에 반영하다[추가하

다]
58 option 선택 사항

29 lifeless 활기가 없는 59 arouse 불러일으키다

30 avoid ...을 피하다 60 identify 알아보다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