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licit 이끌어내다 31 arrange
1. 배열하다, 정리하다 2.

마련하다, 주선하다 3. 편곡

2 reaction 반응 32 artful 1. 예술적인 2. 교활한

3 tempt 끌다, 유혹하다 33 resemble 닮다

4 seek 노력하다, 추구하다 34 scene 경관, 장면

5 take steps
발전하다, 몇 걸음 나아가

다
35 even 심지어, ~조차도

6 fancy 멋진, 화려한 36 celebrity 유명 인사

7 dessert 디저트, 후식 37 character 1. 캐릭터 2. 성격 3. 특징

8 from time to time 때때로 38 unlike ~와 다른

9 rice cake 떡 39 hang
1. 걸다, 매달다 2. 교수형

에 처하다

10 below 아래쪽의 40 last
1. 지속하다 2. 견디다 3. 지

난 4. 마지막의

11 almost 거의 41 long
1. 오래, 오랫동안 2. 간절

히 바라다 3. 긴 4. 오랜

12 appear
1. ~처럼 보이다 2. 나타나

다, 출현하다
42 consume 소비하다

13 visually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게 43 go bad 상하다

14 appealing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44 save
1. (죽음·손상·손실 등에서)

구하다 2. 절약하다 3. 저축

15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45 modern 현대의

16 dedicate A to B
A를 하는 데 바치다 [전념

하다/헌신하다]
46 take photographs of 사진을 찍다

17 edibles 먹을 수 있는 것, 음식 47 post
1. 게시하다 2. ~을 발송하

다 3. 배치시키다 4. 우편 5.

18 feature
1. 크게 다루다 2. 특징, 특

색
48 chef 요리사

19 subject 1. 주제 2. 과목 3. 피실험자 49 argue
1. (논거를 들어) 주장하다

2. 논쟁하다, 다투다

20 bowl 그릇 50 dish 1. 요리 2. 접시

21 take the step
노력하다, 한 걸음 나아가

다
51 view A as B A를 B로 보다[여기다]

22 from A to B A에서 B까지 52 in and of itself 원래 그리고 그 자체로

23 out of ~으로부터 53 left (leave의 과거분사) 남겨진

24 be made into ~으로 만들어지다 54 rewarding 가치 있는

25 form 1. 형태 2. 형성하다 55 fabulous 훌륭한

26 cuisine 요리, 요리법 56 to this day 오늘날까지도

27 known as ~로 알려진 57 preparation 준비

28 portable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의
58 consumption 소비

29 single-portion (음식의) 1인분 59 permanent 영구적인

30 pack 포장하다, 싸다

영어1 지학사 (민찬규)



제 2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licit 31 arrange

2 reaction 32 artful

3 tempt 33 resemble

4 seek 34 scene

5 take steps 35 even

6 fancy 36 celebrity

7 dessert 37 character

8 from time to time 38 unlike

9 rice cake 39 hang

10 below 40 last

11 almost 41 long

12 appear 42 consume

13 visually 43 go bad

14 appealing 44 save

15 turn A into B 45 modern

16 dedicate A to B 46 take photographs of

17 edibles 47 post

18 feature 48 chef

19 subject 49 argue

20 bowl 50 dish

21 take the step 51 view A as B

22 from A to B 52 in and of itself

23 out of 53 left

24 be made into 54 rewarding

25 form 55 fabulous

26 cuisine 56 to this day

27 known as 57 preparation

28 portable 58 consumption

29 single-portion 59 permanent

30 pack

영어1 지학사 (민찬규)



제 2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eek 31 visually

2 single-portion 32 from time to time

3 out of 33 go bad

4 be made into 34 portable

5 edibles 35 appealing

6 modern 36 pack

7 long 37 from A to B

8 dedicate A to B 38 character

9 form 39 last

10 argue 40 fabulous

11 consume 41 bowl

12 feature 42 hang

13 scene 43 post

14 take the step 44 to this day

15 save 45 consumption

16 tempt 46 left

17 in and of itself 47 unlike

18 preparation 48 subject

19 turn A into B 49 elicit

20 resemble 50 cuisine

21 permanent 51 view A as B

22 reaction 52 rice cake

23 celebrity 53 appear

24 rewarding 54 arrange

25 known as 55 dessert

26 almost 56 even

27 chef 57 take photographs of

28 artful 58 fancy

29 dish 59 below

30 take steps

영어1 지학사 (민찬규)



제 2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노력하다, 추구하다 31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게

2 (음식의) 1인분 32 때때로

3 ~으로부터 33 상하다

4 ~으로 만들어지다 34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의

5 먹을 수 있는 것, 음식 35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6 현대의 36 포장하다, 싸다

7
1. 오래, 오랫동안 2. 간절

히 바라다 3. 긴 4. 오랜
37 A에서 B까지

8
A를 하는 데 바치다 [전념

하다/헌신하다]
38 1. 캐릭터 2. 성격 3. 특징

9 1. 형태 2. 형성하다 39
1. 지속하다 2. 견디다 3. 지

난 4. 마지막의

10
1. (논거를 들어) 주장하다

2. 논쟁하다, 다투다
40 훌륭한

11 소비하다 41 그릇

12
1. 크게 다루다 2. 특징, 특

색
42

1. 걸다, 매달다 2. 교수형

에 처하다

13 경관, 장면 43
1. 게시하다 2. ~을 발송하

다 3. 배치시키다 4. 우편 5.

14
노력하다, 한 걸음 나아가

다
44 오늘날까지도

15
1. (죽음·손상·손실 등에서)

구하다 2. 절약하다 3. 저축
45 소비

16 끌다, 유혹하다 46 (leave의 과거분사) 남겨진

17 원래 그리고 그 자체로 47 ~와 다른

18 준비 48 1. 주제 2. 과목 3. 피실험자

19 A를 B로 바꾸다 49 이끌어내다

20 닮다 50 요리, 요리법

21 영구적인 51 A를 B로 보다[여기다]

22 반응 52 떡

23 유명 인사 53
1. ~처럼 보이다 2. 나타나

다, 출현하다

24 가치 있는 54
1. 배열하다, 정리하다 2.

마련하다, 주선하다 3. 편곡

25 ~로 알려진 55 디저트, 후식

26 거의 56 심지어, ~조차도

27 요리사 57 사진을 찍다

28 1. 예술적인 2. 교활한 58 멋진, 화려한

29 1. 요리 2. 접시 59 아래쪽의

30
발전하다, 몇 걸음 나아가

다

영어1 지학사 (민찬규)



제 2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eek 31 visually

2 single-portion 32 from time to time

3 out of 33 go bad

4 be made into 34 portable

5 edibles 35 appealing

6 현대의 36 포장하다, 싸다

7
1. 오래, 오랫동안 2. 간절

히 바라다 3. 긴 4. 오랜
37 A에서 B까지

8
A를 하는 데 바치다 [전념

하다/헌신하다]
38 1. 캐릭터 2. 성격 3. 특징

9 1. 형태 2. 형성하다 39
1. 지속하다 2. 견디다 3. 지

난 4. 마지막의

10
1. (논거를 들어) 주장하다

2. 논쟁하다, 다투다
40 훌륭한

11 consume 41 bowl

12 feature 42 hang

13 scene 43 post

14 take the step 44 to this day

15 save 45 consumption

16 끌다, 유혹하다 46 (leave의 과거분사) 남겨진

17 원래 그리고 그 자체로 47 ~와 다른

18 준비 48 1. 주제 2. 과목 3. 피실험자

19 A를 B로 바꾸다 49 이끌어내다

20 닮다 50 요리, 요리법

21 permanent 51 view A as B

22 reaction 52 rice cake

23 celebrity 53 appear

24 rewarding 54 arrange

25 known as 55 dessert

26 거의 56 심지어, ~조차도

27 요리사 57 사진을 찍다

28 1. 예술적인 2. 교활한 58 멋진, 화려한

29 1. 요리 2. 접시 59 아래쪽의

30
발전하다, 몇 걸음 나아가

다

영어1 지학사 (민찬규)



제 2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eek 노력하다, 추구하다 31 visually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게

2 single-portion (음식의) 1인분 32 from time to time 때때로

3 out of ~으로부터 33 go bad 상하다

4 be made into ~으로 만들어지다 34 portable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의

5 edibles 먹을 수 있는 것, 음식 35 appealing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6 modern 현대의 36 pack 포장하다, 싸다

7 long
1. 오래, 오랫동안 2. 간절

히 바라다 3. 긴 4. 오랜
37 from A to B A에서 B까지

8 dedicate A to B
A를 하는 데 바치다 [전념

하다/헌신하다]
38 character 1. 캐릭터 2. 성격 3. 특징

9 form 1. 형태 2. 형성하다 39 last
1. 지속하다 2. 견디다 3. 지

난 4. 마지막의

10 argue
1. (논거를 들어) 주장하다

2. 논쟁하다, 다투다
40 fabulous 훌륭한

11 consume 소비하다 41 bowl 그릇

12 feature
1. 크게 다루다 2. 특징, 특

색
42 hang

1. 걸다, 매달다 2. 교수형

에 처하다

13 scene 경관, 장면 43 post
1. 게시하다 2. ~을 발송하

다 3. 배치시키다 4. 우편 5.

14 take the step
노력하다, 한 걸음 나아가

다
44 to this day 오늘날까지도

15 save
1. (죽음·손상·손실 등에서)

구하다 2. 절약하다 3. 저축
45 consumption 소비

16 tempt 끌다, 유혹하다 46 left (leave의 과거분사) 남겨진

17 in and of itself 원래 그리고 그 자체로 47 unlike ~와 다른

18 preparation 준비 48 subject 1. 주제 2. 과목 3. 피실험자

19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49 elicit 이끌어내다

20 resemble 닮다 50 cuisine 요리, 요리법

21 permanent 영구적인 51 view A as B A를 B로 보다[여기다]

22 reaction 반응 52 rice cake 떡

23 celebrity 유명 인사 53 appear
1. ~처럼 보이다 2. 나타나

다, 출현하다

24 rewarding 가치 있는 54 arrange
1. 배열하다, 정리하다 2.

마련하다, 주선하다 3. 편곡

25 known as ~로 알려진 55 dessert 디저트, 후식

26 almost 거의 56 even 심지어, ~조차도

27 chef 요리사 57 take photographs of 사진을 찍다

28 artful 1. 예술적인 2. 교활한 58 fancy 멋진, 화려한

29 dish 1. 요리 2. 접시 59 below 아래쪽의

30 take steps
발전하다, 몇 걸음 나아가

다

영어1 지학사 (민찬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