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cold 꾸짖다, 혼내다 31 hand out 나눠주다

2 look 표정 32 get along well 잘 지내다

3 guilty look 죄책감을 느끼는 표정 33 face 직면하다

4 mean 의미하다 34 solve 풀다

5 master 주인, 대가, 달인 35 express 표현하다

6 social 사회적인, 사교적인 36 thought 생각

7 either (부정문에서) ...도 (그렇다) 37 mention 언급하다

8 documentary film 다큐멘터리 필름 38 encourage 격려하다

9 keeper 사육사 39 spit 침을 뱉다

10 bring A to B A를 B로 데려오다 40 pay 지불하다

11 say goodbye to~ ~에게 인사하다 41 fine 벌금

12 response 반응 42 illegal 불법적인

13 surprising 놀라게 하는 43 health benefit 건강상의 유의

14 gently 온화하게 44 leave 떠나다, 남기다

15 touch 만지다 45 flush 변기의 물을 내리다

16 trunk 코끼리의 코 46 toilet 변기

17 touching 감동적인 47 strict 엄격한

18 sadness 슬픔 48 negative 부정적인

19 predict 예측하다 49 effect 효과

20 wild 거칠게 50 discuss 토론하다, 논의하다

21 swing 흔들다 51 rule 규칙

22 earthquake 지진 52 half asleep 반쯤 잠들어 있는

23 save 구하다 53 add 추가하다

24 practice 연습하다, 실습하다 54 certain 확신하는

25 nearby 근처에서 55 strength 힘

26 lift up 들어 올리다 56 get along 잘 해나가다

27 carefully 조심히 57 universally 보편적으로

28 cooperation 협동 58 regard ~ as ···
~를 ...라고 여기다, 간주하

다

29 pull out ...을 밖으로 빼내다 59 survival 생존

30 be taken to ...으로 옮겨지다 60 require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YBM(한상호) 영어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a degree of 어느 정도의 91 arrangement 배치, 배열

62 selfishness 제멋대로임, 이기적임 92 make sense
말이 되다, 이치에 맞다, 이

해하다

63 reality 현실 93 direction 방향, 지시

64 animal kingdom 동물계 94 heavy 무거운

65 prevail
만연하다, 유행하다, 흔하

다
95 load 짐

66 level 단계, 수준, 계층 96 improve 개선시키다

67 inspiring 영감을 주는, 고무하는 97 traffic flow 교통 흐름

68 adaptations 적응, 순응 98 delivery 배달, 배송

69 observe 1. 관찰하다 2. 준수하다 99 efficient 효율적인

70 march 행진하다 100 cooperate 협동하다

71 remind ~ of ···
~에게 ...를 생각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101 refer to~ as··· ~를 ...라고 언급하다

72 highway 고속도로 102 cleaner 청소부

73 be packed with~ ~로 가득 차다 103 swim 수영하다

74 comparison 비교, 비유 104 client 고객

75 appropriate 적절한 105 parasite 기생충

76 get into ~~에 빠지다 106 swallow 삼키다

77 traffic jam 교통체증 107 meal 식사, 밥

78 occupy 차지하다, 점령하다 108 chew on 씹다, 물어뜯다

79 movement 움직임 109 instead of ...대신에

80 be likely to do
~할 가능성이 있다, ~하기

쉽다, ~하는 경향이 있다
110 cause 일으키다

81 increase 증가하다[증가시키다] 111 pain 고통

82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전하다 112 reason 이유

83 speed up 속도를 높이다 113 satisfy 만족시키다

84 slow down 속도를 낮추다 114 hunger 배고픔

85 encounter 맞닥뜨리다[부딪히다] 115 establish 형성하다

86 inbound
(어떤 장소로) 오는, 귀항하

는
116 trust 신뢰

87 outbound
(어떤 장소에서) 떠나는[나

가는]
117 situation 상황

88 carry 나르다 118 area 영역

89 burden 짐 119 predator 포식자

90 get out of the way 길을 비키다 120 frightened 겁에 질린

YBM(한상호) 영어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note 주목하다

122 go to the aid of~ ~을 도우러 가다

123 aid 도움, 구조

124 refuse 거절하다

125 process 과정

126 single-celled creature 단세포생물

127 billion 10억, 1,000,000,000

128 take over
인수하다, 인계하다, 떠맡

다, 대신하다, ...을 차지하다

129 plenty of 많은

130 line up 줄을 서다

131 share 공유하다

132 knowledge 지식

133 cooperative 협력하는, 협동하는

134 break down
고장 나다, 붕괴되다, 분해

되다, 신경쇠약, 고장

135 foster 육성하다, 조장하다

136 perhaps 아마도

137 inspiration
영감, 영감을 주는 사람[것],

고무를 주는 사람[것]

138 look to~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

을 생각해[고려해] 보다

YBM(한상호) 영어



제 2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cold 31 hand out

2 look 32 get along well

3 guilty look 33 face

4 mean 34 solve

5 master 35 express

6 social 36 thought

7 either 37 mention

8 documentary film 38 encourage

9 keeper 39 spit

10 bring A to B 40 pay

11 say goodbye to~ 41 fine

12 response 42 illegal

13 surprising 43 health benefit

14 gently 44 leave

15 touch 45 flush

16 trunk 46 toilet

17 touching 47 strict

18 sadness 48 negative

19 predict 49 effect

20 wild 50 discuss

21 swing 51 rule

22 earthquake 52 half asleep

23 save 53 add

24 practice 54 certain

25 nearby 55 strength

26 lift up 56 get along

27 carefully 57 universally

28 cooperation 58 regard ~ as ···

29 pull out 59 survival

30 be taken to 60 require

YBM(한상호) 영어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a degree of 91 arrangement

62 selfishness 92 make sense

63 reality 93 direction

64 animal kingdom 94 heavy

65 prevail 95 load

66 level 96 improve

67 inspiring 97 traffic flow

68 adaptations 98 delivery

69 observe 99 efficient

70 march 100 cooperate

71 remind ~ of ··· 101 refer to~ as···

72 highway 102 cleaner

73 be packed with~ 103 swim

74 comparison 104 client

75 appropriate 105 parasite

76 get into 106 swallow

77 traffic jam 107 meal

78 occupy 108 chew on

79 movement 109 instead of

80 be likely to do 110 cause

81 increase 111 pain

82 communicate 112 reason

83 speed up 113 satisfy

84 slow down 114 hunger

85 encounter 115 establish

86 inbound 116 trust

87 outbound 117 situation

88 carry 118 area

89 burden 119 predator

90 get out of the way 120 frightened

YBM(한상호) 영어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note

122 go to the aid of~

123 aid

124 refuse

125 process

126 single-celled creature

127 billion

128 take over

129 plenty of

130 line up

131 share

132 knowledge

133 cooperative

134 break down

135 foster

136 perhaps

137 inspiration

138 look to~

YBM(한상호) 영어



제 2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go to the aid of~ 31 refer to~ as···

2 bring A to B 32 face

3 hunger 33 note

4 trust 34 leave

5 be likely to do 35 strict

6 thought 36 save

7 animal kingdom 37 inspiration

8 process 38 reality

9 load 39 take over

10 encounter 40 response

11 movement 41 say goodbye to~

12 effect 42 gently

13 social 43 level

14 satisfy 44 selfishness

15 encourage 45 earthquake

16 arrangement 46 increase

17 observe 47 survival

18 foster 48 outbound

19 universally 49 look to~

20 mention 50 keeper

21 carefully 51 practice

22 occupy 52 prevail

23 rule 53 parasite

24 slow down 54 a degree of

25 cooperate 55 cleaner

26 be taken to 56 frightened

27 pain 57 adaptations

28 swing 58 scold

29 plenty of 59 pull out

30 chew on 60 negative

YBM(한상호) 영어



제 2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을 도우러 가다 31 ~를 ...라고 언급하다

2 A를 B로 데려오다 32 직면하다

3 배고픔 33 주목하다

4 신뢰 34 떠나다, 남기다

5
~할 가능성이 있다, ~하기

쉽다, ~하는 경향이 있다
35 엄격한

6 생각 36 구하다

7 동물계 37
영감, 영감을 주는 사람[것],

고무를 주는 사람[것]

8 과정 38 현실

9 짐 39
인수하다, 인계하다, 떠맡

다, 대신하다, ...을 차지하다

10 맞닥뜨리다[부딪히다] 40 반응

11 움직임 41 ~에게 인사하다

12 효과 42 온화하게

13 사회적인, 사교적인 43 단계, 수준, 계층

14 만족시키다 44 제멋대로임, 이기적임

15 격려하다 45 지진

16 배치, 배열 46 증가하다[증가시키다]

17 1. 관찰하다 2. 준수하다 47 생존

18 육성하다, 조장하다 48
(어떤 장소에서) 떠나는[나

가는]

19 보편적으로 49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

을 생각해[고려해] 보다

20 언급하다 50 사육사

21 조심히 51 연습하다, 실습하다

22 차지하다, 점령하다 52
만연하다, 유행하다, 흔하

다

23 규칙 53 기생충

24 속도를 낮추다 54 어느 정도의

25 협동하다 55 청소부

26 ...으로 옮겨지다 56 겁에 질린

27 고통 57 적응, 순응

28 흔들다 58 꾸짖다, 혼내다

29 많은 59 ...을 밖으로 빼내다

30 씹다, 물어뜯다 60 부정적인

YBM(한상호) 영어



제 2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go to the aid of~ 31 refer to~ as···

2 bring A to B 32 face

3 hunger 33 note

4 trust 34 leave

5 be likely to do 35 strict

6 생각 36 구하다

7 동물계 37
영감, 영감을 주는 사람[것],

고무를 주는 사람[것]

8 과정 38 현실

9 짐 39
인수하다, 인계하다, 떠맡

다, 대신하다, ...을 차지하다

10 맞닥뜨리다[부딪히다] 40 반응

11 movement 41 say goodbye to~

12 effect 42 gently

13 social 43 level

14 satisfy 44 selfishness

15 encourage 45 earthquake

16 배치, 배열 46 증가하다[증가시키다]

17 1. 관찰하다 2. 준수하다 47 생존

18 육성하다, 조장하다 48
(어떤 장소에서) 떠나는[나

가는]

19 보편적으로 49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

을 생각해[고려해] 보다

20 언급하다 50 사육사

21 carefully 51 practice

22 occupy 52 prevail

23 rule 53 parasite

24 slow down 54 a degree of

25 cooperate 55 cleaner

26 ...으로 옮겨지다 56 겁에 질린

27 고통 57 적응, 순응

28 흔들다 58 꾸짖다, 혼내다

29 많은 59 ...을 밖으로 빼내다

30 씹다, 물어뜯다 60 부정적인

YBM(한상호) 영어



제 2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go to the aid of~ ~을 도우러 가다 31 refer to~ as··· ~를 ...라고 언급하다

2 bring A to B A를 B로 데려오다 32 face 직면하다

3 hunger 배고픔 33 note 주목하다

4 trust 신뢰 34 leave 떠나다, 남기다

5 be likely to do
~할 가능성이 있다, ~하기

쉽다, ~하는 경향이 있다
35 strict 엄격한

6 thought 생각 36 save 구하다

7 animal kingdom 동물계 37 inspiration
영감, 영감을 주는 사람[것],

고무를 주는 사람[것]

8 process 과정 38 reality 현실

9 load 짐 39 take over
인수하다, 인계하다, 떠맡

다, 대신하다, ...을 차지하다

10 encounter 맞닥뜨리다[부딪히다] 40 response 반응

11 movement 움직임 41 say goodbye to~ ~에게 인사하다

12 effect 효과 42 gently 온화하게

13 social 사회적인, 사교적인 43 level 단계, 수준, 계층

14 satisfy 만족시키다 44 selfishness 제멋대로임, 이기적임

15 encourage 격려하다 45 earthquake 지진

16 arrangement 배치, 배열 46 increase 증가하다[증가시키다]

17 observe 1. 관찰하다 2. 준수하다 47 survival 생존

18 foster 육성하다, 조장하다 48 outbound
(어떤 장소에서) 떠나는[나

가는]

19 universally 보편적으로 49 look to~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

을 생각해[고려해] 보다

20 mention 언급하다 50 keeper 사육사

21 carefully 조심히 51 practice 연습하다, 실습하다

22 occupy 차지하다, 점령하다 52 prevail
만연하다, 유행하다, 흔하

다

23 rule 규칙 53 parasite 기생충

24 slow down 속도를 낮추다 54 a degree of 어느 정도의

25 cooperate 협동하다 55 cleaner 청소부

26 be taken to ...으로 옮겨지다 56 frightened 겁에 질린

27 pain 고통 57 adaptations 적응, 순응

28 swing 흔들다 58 scold 꾸짖다, 혼내다

29 plenty of 많은 59 pull out ...을 밖으로 빼내다

30 chew on 씹다, 물어뜯다 60 negative 부정적인

YBM(한상호)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