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illpower 의지력 31 consistent 일관적인, 꾸준한

2 diet 식단 32 long-term 장기의

3 capacity 능력 33 sustainable 지속가능한

4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34 be involved in ~에 참여하다

5 right now 지금 당장 35 throughout (시간) 내내, (장소) 도처에

6 be likely to V ~할 것 같다 36 entire 전체의

7 those who ~하는 사람들 37 long-lasting 오래 지속되는

8 now that ~이기 때문에 38 poultry (닭, 오리 등) 가금류

9 find out 찾아내다, 알아내다 39 lean meat 살코기, 기름기 없는 고기

10 affect 영향을 주다 40 plenty of 많은

11 in terms of ~의 관점에서 41 protein 단백질

12 behavior 행동 42 consume 먹다

13 academic 학문적인 43 steady 꾸준한

14 merely 단지 44 stream 흐름

15 profound 엄청난, 깊은 45 fuel 연료

16 effect 효과 46 tofu 두부

17 exert (영향력을) 가하다 47 nutrient 영양분

18 specific 특정한 48 remarkably 두드러지게, 상당히

19 source 원천 49 boil 끓이다

20 glucose 글루코스, 포도당 50 scramble
스크램블하다(~을 마구 뒤

섞다)

21 blood sugar 혈당 51 top(동사) 위에 올리다

22 cause(동사) 야기하다, 초래하다 52 be packed with ~로 꽉 차다

23 sudden 갑작스러운 53 maintain 유지하다

24 rise(명사) 상승, 올라감 54 nerve 신경

25 sharply 날카롭게 55 nut 견과류

26 A be followed by B
A가 발생한다 그 후에 B가

발생한다
56 stabilize 안정시키다

27 crash (급격한) 추락 57 promote 촉진시키다

28 boost 상승, 신장 58 digestive 소화의

29 wear off 사라지다, 없어지다 59 lower(동사) 낮추다

30 that is why 그래서 60 cholesterol 콜레스테롤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nearly 거의

62 plain
플레인(아무 것도 들어가지

않은)

63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64 slice(동사) (얇게) 자르다

65 flavor 맛

66 get off 출발하다, 떠나다

67 to be sure 확실히, 분명히

68 sweet potato 고구마

69 blend 섞다

70 steamed (증기로) 찐

71 either A or B A,B 둘 중 하나

72 muscle 근육

73 strengthen 강화시키다

74 over time 시간이 흘러가면서

75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76 constant 지속적인, 꾸준한

77 productive 생산적인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2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illpower 31 consistent

2 diet 32 long-term

3 capacity 33 sustainable

4 in the long run 34 be involved in

5 right now 35 throughout

6 be likely to V 36 entire

7 those who 37 long-lasting

8 now that 38 poultry

9 find out 39 lean meat

10 affect 40 plenty of

11 in terms of 41 protein

12 behavior 42 consume

13 academic 43 steady

14 merely 44 stream

15 profound 45 fuel

16 effect 46 tofu

17 exert 47 nutrient

18 specific 48 remarkably

19 source 49 boil

20 glucose 50 scramble

21 blood sugar 51 top(동사)

22 cause(동사) 52 be packed with

23 sudden 53 maintain

24 rise(명사) 54 nerve

25 sharply 55 nut

26 A be followed by B 56 stabilize

27 crash 57 promote

28 boost 58 digestive

29 wear off 59 lower(동사)

30 that is why 60 cholesterol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nearly

62 plain

63 not only A but also B

64 slice(동사)

65 flavor

66 get off

67 to be sure

68 sweet potato

69 blend

70 steamed

71 either A or B

72 muscle

73 strengthen

74 over time

75 that is

76 constant

77 productive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2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iet 31 muscle

2 rise(명사) 32 digestive

3 nearly 33 nut

4 blood sugar 34 lower(동사)

5 plain 35 willpower

6 lean meat 36 right now

7 merely 37 glucose

8 boost 38 plenty of

9 long-lasting 39 exert

10 top(동사) 40 stream

11 remarkably 41 A be followed by B

12 not only A but also B 42 slice(동사)

13 cause(동사) 43 over time

14 in terms of 44 entire

15 tofu 45 find out

16 consume 46 be involved in

17 consistent 47 behavior

18 capacity 48 academic

19 nerve 49 profound

20 affect 50 effect

21 be packed with 51 productive

22 get off 52 that is

23 long-term 53 sudden

24 steamed 54 be likely to V

25 specific 55 sharply

26 in the long run 56 blend

27 throughout 57 sweet potato

28 those who 58 to be sure

29 steady 59 stabilize

30 strengthen 60 either A or B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2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식단 31 근육

2 상승, 올라감 32 소화의

3 거의 33 견과류

4 혈당 34 낮추다

5
플레인(아무 것도 들어가지

않은)
35 의지력

6 살코기, 기름기 없는 고기 36 지금 당장

7 단지 37 글루코스, 포도당

8 상승, 신장 38 많은

9 오래 지속되는 39 (영향력을) 가하다

10 위에 올리다 40 흐름

11 두드러지게, 상당히 41
A가 발생한다 그 후에 B가

발생한다

12 A뿐만 아니라 B도 42 (얇게) 자르다

13 야기하다, 초래하다 43 시간이 흘러가면서

14 ~의 관점에서 44 전체의

15 두부 45 찾아내다, 알아내다

16 먹다 46 ~에 참여하다

17 일관적인, 꾸준한 47 행동

18 능력 48 학문적인

19 신경 49 엄청난, 깊은

20 영향을 주다 50 효과

21 ~로 꽉 차다 51 생산적인

22 출발하다, 떠나다 52 즉, 다시 말해서

23 장기의 53 갑작스러운

24 (증기로) 찐 54 ~할 것 같다

25 특정한 55 날카롭게

26 장기적으로 56 섞다

27 (시간) 내내, (장소) 도처에 57 고구마

28 ~하는 사람들 58 확실히, 분명히

29 꾸준한 59 안정시키다

30 강화시키다 60 A,B 둘 중 하나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2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iet 31 muscle

2 rise(명사) 32 digestive

3 nearly 33 nut

4 blood sugar 34 lower(동사)

5 plain 35 willpower

6 살코기, 기름기 없는 고기 36 지금 당장

7 단지 37 글루코스, 포도당

8 상승, 신장 38 많은

9 오래 지속되는 39 (영향력을) 가하다

10 위에 올리다 40 흐름

11 remarkably 41 A be followed by B

12 not only A but also B 42 slice(동사)

13 cause(동사) 43 over time

14 in terms of 44 entire

15 tofu 45 find out

16 먹다 46 ~에 참여하다

17 일관적인, 꾸준한 47 행동

18 능력 48 학문적인

19 신경 49 엄청난, 깊은

20 영향을 주다 50 효과

21 be packed with 51 productive

22 get off 52 that is

23 long-term 53 sudden

24 steamed 54 be likely to V

25 specific 55 sharply

26 장기적으로 56 섞다

27 (시간) 내내, (장소) 도처에 57 고구마

28 ~하는 사람들 58 확실히, 분명히

29 꾸준한 59 안정시키다

30 강화시키다 60 A,B 둘 중 하나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2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iet 식단 31 muscle 근육

2 rise(명사) 상승, 올라감 32 digestive 소화의

3 nearly 거의 33 nut 견과류

4 blood sugar 혈당 34 lower(동사) 낮추다

5 plain
플레인(아무 것도 들어가지

않은)
35 willpower 의지력

6 lean meat 살코기, 기름기 없는 고기 36 right now 지금 당장

7 merely 단지 37 glucose 글루코스, 포도당

8 boost 상승, 신장 38 plenty of 많은

9 long-lasting 오래 지속되는 39 exert (영향력을) 가하다

10 top(동사) 위에 올리다 40 stream 흐름

11 remarkably 두드러지게, 상당히 41 A be followed by B
A가 발생한다 그 후에 B가

발생한다

12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42 slice(동사) (얇게) 자르다

13 cause(동사) 야기하다, 초래하다 43 over time 시간이 흘러가면서

14 in terms of ~의 관점에서 44 entire 전체의

15 tofu 두부 45 find out 찾아내다, 알아내다

16 consume 먹다 46 be involved in ~에 참여하다

17 consistent 일관적인, 꾸준한 47 behavior 행동

18 capacity 능력 48 academic 학문적인

19 nerve 신경 49 profound 엄청난, 깊은

20 affect 영향을 주다 50 effect 효과

21 be packed with ~로 꽉 차다 51 productive 생산적인

22 get off 출발하다, 떠나다 52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23 long-term 장기의 53 sudden 갑작스러운

24 steamed (증기로) 찐 54 be likely to V ~할 것 같다

25 specific 특정한 55 sharply 날카롭게

26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56 blend 섞다

27 throughout (시간) 내내, (장소) 도처에 57 sweet potato 고구마

28 those who ~하는 사람들 58 to be sure 확실히, 분명히

29 steady 꾸준한 59 stabilize 안정시키다

30 strengthen 강화시키다 60 either A or B A,B 둘 중 하나

영어 1 다락원(김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