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golden years 노후 31 stuffy 고리타분한

2 pay attention to ~에 관심을 가지다 32 reluctant 꺼리는, 마지못해 하는

3 physical 신체의 33 companionship 동료애, 우정

4 financial 재정의 34 suffer 고통받다

5 retirement 은퇴 35 peer 또래, 동년배

6 irrelevant 무관한 36 guilty 죄책감이 드는

7 transform (외양·모습을) 변하게 하다 37 deceive 속이다

8 hinder 저해[방해]하다 38 come clean (사실을) 털어놓다

9 fake 가짜의 39 betray 배신하다

10 wig 가발 40 confession 고백

11 complete ~을 완전하게 만들다 41 laugh off ~을 웃어넘기다

12 disguise 변장 42 ignorant 무지한, 무식한

13 tip of the iceberg 빙산의 일각 43 embrace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14 passionate 열정적인 44 interaction 교류, 접촉

15 instructor 강사 45 except for ~을 제외하고는

16 retain 유지하다 46 satisfying 만족스러운

17 obsessively 집요하게 47 weekday 평일

18 be unwilling to ~을 꺼리다 48 ambition 야망

19 stare at ~을 응시하다 49 regard ~ as ∙∙∙ ~을 ∙∙∙로 여기다

20 in disbelief 믿지 않는 50 tribe 집단, 무리

21 sigh 한숨을 쉬다 51 downtown 시내에[로]

22 wrinkled 주름이 있는 52 rush 재촉하다

23 flat 아파트식 주거지 53 annoyance 짜증

24 complex (건물) 단지 54 astonished 크게 놀란

25 endure 견디다, 참다 55 disrespectful 무례한

26 solitude 고독 56 invisible 보이지 않는

27 gradually 서서히 57 cheerful 기분 좋은

28 adapt to ~에 적응하다 58 encounter (우연히) 만나다

29 experiment 실험 59 delightful 유쾌한

30 grocery store 식료품점 60 content with ~에 만족하는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inspire 고무[격려]하다

62 sit around 빈둥거리다

63 now that ~이기 때문에

64 stable 안정된

65 invaluable 매우 귀중한

66 go through ~을 겪다

67 conduct (특정한 활동을) 하다

68 awareness 인식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2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golden years 31 stuffy

2 pay attention to 32 reluctant

3 physical 33 companionship

4 financial 34 suffer

5 retirement 35 peer

6 irrelevant 36 guilty

7 transform 37 deceive

8 hinder 38 come clean

9 fake 39 betray

10 wig 40 confession

11 complete 41 laugh off

12 disguise 42 ignorant

13 tip of the iceberg 43 embrace

14 passionate 44 interaction

15 instructor 45 except for

16 retain 46 satisfying

17 obsessively 47 weekday

18 be unwilling to 48 ambition

19 stare at 49 regard ~ as ∙∙∙

20 in disbelief 50 tribe

21 sigh 51 downtown

22 wrinkled 52 rush

23 flat 53 annoyance

24 complex 54 astonished

25 endure 55 disrespectful

26 solitude 56 invisible

27 gradually 57 cheerful

28 adapt to 58 encounter

29 experiment 59 delightful

30 grocery store 60 content with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inspire

62 sit around

63 now that

64 stable

65 invaluable

66 go through

67 conduct

68 awareness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2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ntent with 31 hinder

2 downtown 32 disguise

3 retirement 33 grocery store

4 be unwilling to 34 tribe

5 encounter 35 stable

6 complex 36 rush

7 annoyance 37 obsessively

8 confession 38 golden years

9 companionship 39 pay attention to

10 invisible 40 adapt to

11 inspire 41 except for

12 fake 42 instructor

13 endure 43 financial

14 conduct 44 interaction

15 peer 45 complete

16 astonished 46 regard ~ as ∙∙∙

17 weekday 47 suffer

18 betray 48 delightful

19 ambition 49 gradually

20 transform 50 cheerful

21 laugh off 51 in disbelief

22 passionate 52 disrespectful

23 sit around 53 come clean

24 embrace 54 retain

25 guilty 55 irrelevant

26 wrinkled 56 now that

27 stuffy 57 deceive

28 invaluable 58 satisfying

29 ignorant 59 solitude

30 physical 60 wig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2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에 만족하는 31 저해[방해]하다

2 시내에[로] 32 변장

3 은퇴 33 식료품점

4 ~을 꺼리다 34 집단, 무리

5 (우연히) 만나다 35 안정된

6 (건물) 단지 36 재촉하다

7 짜증 37 집요하게

8 고백 38 노후

9 동료애, 우정 39 ~에 관심을 가지다

10 보이지 않는 40 ~에 적응하다

11 고무[격려]하다 41 ~을 제외하고는

12 가짜의 42 강사

13 견디다, 참다 43 재정의

14 (특정한 활동을) 하다 44 교류, 접촉

15 또래, 동년배 45 ~을 완전하게 만들다

16 크게 놀란 46 ~을 ∙∙∙로 여기다

17 평일 47 고통받다

18 배신하다 48 유쾌한

19 야망 49 서서히

20 (외양·모습을) 변하게 하다 50 기분 좋은

21 ~을 웃어넘기다 51 믿지 않는

22 열정적인 52 무례한

23 빈둥거리다 53 (사실을) 털어놓다

24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54 유지하다

25 죄책감이 드는 55 무관한

26 주름이 있는 56 ~이기 때문에

27 고리타분한 57 속이다

28 매우 귀중한 58 만족스러운

29 무지한, 무식한 59 고독

30 신체의 60 가발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2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ntent with 31 hinder

2 downtown 32 disguise

3 retirement 33 grocery store

4 be unwilling to 34 tribe

5 encounter 35 stable

6 (건물) 단지 36 재촉하다

7 짜증 37 집요하게

8 고백 38 노후

9 동료애, 우정 39 ~에 관심을 가지다

10 보이지 않는 40 ~에 적응하다

11 inspire 41 except for

12 fake 42 instructor

13 endure 43 financial

14 conduct 44 interaction

15 peer 45 complete

16 크게 놀란 46 ~을 ∙∙∙로 여기다

17 평일 47 고통받다

18 배신하다 48 유쾌한

19 야망 49 서서히

20 (외양·모습을) 변하게 하다 50 기분 좋은

21 laugh off 51 in disbelief

22 passionate 52 disrespectful

23 sit around 53 come clean

24 embrace 54 retain

25 guilty 55 irrelevant

26 주름이 있는 56 ~이기 때문에

27 고리타분한 57 속이다

28 매우 귀중한 58 만족스러운

29 무지한, 무식한 59 고독

30 신체의 60 가발

능률 2 영어 (김성곤)



제 2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ntent with ~에 만족하는 31 hinder 저해[방해]하다

2 downtown 시내에[로] 32 disguise 변장

3 retirement 은퇴 33 grocery store 식료품점

4 be unwilling to ~을 꺼리다 34 tribe 집단, 무리

5 encounter (우연히) 만나다 35 stable 안정된

6 complex (건물) 단지 36 rush 재촉하다

7 annoyance 짜증 37 obsessively 집요하게

8 confession 고백 38 golden years 노후

9 companionship 동료애, 우정 39 pay attention to ~에 관심을 가지다

10 invisible 보이지 않는 40 adapt to ~에 적응하다

11 inspire 고무[격려]하다 41 except for ~을 제외하고는

12 fake 가짜의 42 instructor 강사

13 endure 견디다, 참다 43 financial 재정의

14 conduct (특정한 활동을) 하다 44 interaction 교류, 접촉

15 peer 또래, 동년배 45 complete ~을 완전하게 만들다

16 astonished 크게 놀란 46 regard ~ as ∙∙∙ ~을 ∙∙∙로 여기다

17 weekday 평일 47 suffer 고통받다

18 betray 배신하다 48 delightful 유쾌한

19 ambition 야망 49 gradually 서서히

20 transform (외양·모습을) 변하게 하다 50 cheerful 기분 좋은

21 laugh off ~을 웃어넘기다 51 in disbelief 믿지 않는

22 passionate 열정적인 52 disrespectful 무례한

23 sit around 빈둥거리다 53 come clean (사실을) 털어놓다

24 embrace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54 retain 유지하다

25 guilty 죄책감이 드는 55 irrelevant 무관한

26 wrinkled 주름이 있는 56 now that ~이기 때문에

27 stuffy 고리타분한 57 deceive 속이다

28 invaluable 매우 귀중한 58 satisfying 만족스러운

29 ignorant 무지한, 무식한 59 solitude 고독

30 physical 신체의 60 wig 가발

능률 2 영어 (김성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