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ay past ~를 훨씬 지난 31 social study 사회과목

2 grab a bite
한 입 베어 물다, 간단히 먹

다
32 presentation 발표

3 starve 굶다, 굶기다 33 cultural difference 문화적 차이

4 lose track of ~를 놓치다 34 impolite 무례한

5 crowded 붐비는, 꽉찬 35 host 주인

6 right away 바로 당장 36 Thai
태국의, 태국인(의), 태국어

(의)

7 awesome 훌륭한 37 sacred 신성한

8 now that ~이므로, ~이니까 38 passenger seat 승객좌석

9 cabbage 양배추 39 point at ~를 가리키다

10 paste
반죽. [컴퓨터]붙이기, (풀

로) 바르다, 붙이다
40 index finger 검지

11 crush 으깨다, 분쇄 41 offensive 모욕적인

12 garlic 마늘 42 be associated with
~와 연관되다, ~와 연상되

다

13 ginger 생강 43 folks 사람들, 부모님, 평민들

14 slice 얇은 조각, 얇게 썰다 44 remain 유적, 잔여물, 남아있다

15 radish 무 45 open-air 야외의, 야외

16 grind 갈다, 분쇄하다 46 assembly 의회

17 squid 오징어 47 symbolically 상징적으로

18 ingredient 성분, 재료 48 take place 발생하다

19 vary 다양하다, 변하다 49 designate 지정하다

20 from region to region 지역마다 50 World Heritage Site 세계문화유산지역

21
You can say that
again.

네 말이 옳다 51 besides 더하여, ~에 더해

22 evenly
균등하게, 고르게, 평평하

게
52 scenic 경치의, 무대배경의

23 side dish 반찬 53 geological 지질학적인

24 quite 꽤, 완전 54 wildlife 야생동물[총칭]

25 voting right 투표권 55
the Gyeongju Historic
Area

경주역사지구

26 have a hard time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56 observatory 천문대, 전망대

27 nap 낮잠 자다, 낮잠 57 defensive fortress 방어요새

28 midday 한낮 58 intangible 만질 수 없는, 무형의

29 make sure (that) S+V ~를 확실히 하다 59 heritage 유산

30 go ~ing ~하러 가다, ~하러 다니다 60 humanity 인류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무형 문화재 91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62 link(동사) 연결하다 92 autumn 가을

63 means 수단, 방법 93 each other 서로서로

64 shape(동사) 이해하다; 형성하다 94 raise (들어) 올리다

65 be rooted 뿌리를 두다 95 ten levels 10층

66 identity 정체성 96 formation 형성, 구성

67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97 bottom base 바닥

68 foundation 토대, 기본 98 in Ving ~할 때, ~함에 있어서

69 wisdom 지혜 99 be willing to V 기꺼이 ~하다

70 knowledge 지식 100 senior citizen 노인, 어르신

71 sustainable 지속가능한 101 by Ving ~함으로써

72 development 발전 102 collapse 붕괴되다

73 precious 귀중한 103 form(동사) 형성하다, 만들다

74 asset 자산 104 one another 서로서로

75 community 지역사회 105 wave (팔을) 흔들다

76 individual(명사) 개인, 사람 106 crowd(명사) 군중, 대중

77 across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107 below 밑에

78 protect 보호하다 108 accumulate 축적하다

79 generation 세대 109 hand down ~을 물려주다, 건네주다

80 following 앞으로 나오게 되는 110 sense of belonging 소속감

81 offer 제공(하다) 111 heighten 강화하다, 높이다

82 insight 통찰력 112 spirit 정신

83 diversity 다양성 113 cooperation 협력

84 rapid 빠른 114 require 요구하다

85 profound 심오한, 깊은 115 element 요소

86 strengthen 강화시키다 116 long for 갈망하다, 그리워하다

87 resolve(명사) (단호한) 결심, 각오 117 play a role 역할을 하다

88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다 118 dominate 지배하다

89 preserve 보존하다 119 leisure 레저, 여가

90 benefit 이익 120 practice(명사) 관습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deserve (~을 받을) 자격이 있다 151 craftpeople 장인

122 serious 진지한 152 appear 나타나다, 등장하다

123 attention 관심, 집중 153 fair(명사) 박람회

124 gingerbread 생강 쿠키 154 socialize 어울리다, 교제하다

125 broadly 광범위하게, 대체로 155 perspective 관점

126 refer to 언급하다 156 tugging 줄다리기

127 treat(명사) (특별한) 음식, 간식, 대접 157 ritual (종교 등의) 의식

128 typically 일반적으로 158 practice(동사) 실행하다

129 flavor(동사) 맛을 내다 159 agricultural 농업의

130 ginger 생강 160 region 지역

131 process 과정, 절차 161 vary 다양하다

132 endurance 인내(력) 162 involve 포함하다

133 dough 반죽 덩어리 163 against ~에 대항하여

134 mature(동사)
(음식 등이) 잘 익다, 숙성

되다
164 Buddhist temple 불교 사원

135 mold(명사) 틀, 주형 165 be held 개최되다

136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166 tug 당기다

137 once(접속사) 일단 ~ 하면 167 tightly 꽉, 단단히

138 decorate 장식하다 168 bundle(동사) 묶다

139 custom 관습 169 vine (담쟁이) 덩굴

140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170 hook(동사) 갈고리로 걸다

141 expression 표현 171 straw 짚

142 light yellow 옅은 노란색 172 figure 형상

143 string 줄; 줄에 매달다 173 bamboo 대나무

144 dip 담그다 174 rice straw 볏짚

145 hang 걸어 놓다 175 as well as ~뿐만 아니라

146 recipe 조리법 176 stand for ~을 상징하다

147 uniquely 독특하게, 특별하게 177 pray 기도하다

148 further 더, 추가로 178 harvest 수확

149 leave a mark 표시를 남기다 179 mostly 대개

150 function(명사) 기능 180 abundant 풍부한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81 regard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211 scene 장면

182 prayer 기도 212 look into 자세히 보다, 조사하다

183 appreciation 감사 213 rainy season 장마, 우기

184 intentional 의도적인 214 rise-rose-risen 올라가다, 오르다

185 competitive 경쟁이 치열한 215 gather 모이다

186 inherent 내재된, 본질적인 216 relocate 이전하다

187 emphasize 강조하다 217 amused 재미있는

188 participant 참가자 218 place(동사) ~를 놓다

189 realize 깨닫다 219 location 위치

190 solidarity 연대, 결속, 단결 220 find out 알아내다

191 among ~사이에 221 practice(명사) 관습

192 head(동사) ~를 향해가다 222 be based on
~을 기초로 하다, ~에 근거

하다

193 native 원주민(의) 223 cooperation 협력

194 one-lane 한 차선의

195 scatter 흩뿌리다

196 mud 진흙

197 block(동사) 가로 막다

198 hit the brakes 브레이크를 밟다

199 sharp turn 급커브

200 entire 전체의

201 though(부사) 그러나, 그래도

202 slightest 최소의

203 clue 단서, 실마리

204 as to ~에 관해서

205 curious 호기심있는

206 unusual 특이한

207 sight 광경

208 suggest 제안하다

209 why don't we ~해보는게 어때?

210 pull over (차를) 한 쪽에 대다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2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ay past 31 social study

2 grab a bite 32 presentation

3 starve 33 cultural difference

4 lose track of 34 impolite

5 crowded 35 host

6 right away 36 Thai

7 awesome 37 sacred

8 now that 38 passenger seat

9 cabbage 39 point at

10 paste 40 index finger

11 crush 41 offensive

12 garlic 42 be associated with

13 ginger 43 folks

14 slice 44 remain

15 radish 45 open-air

16 grind 46 assembly

17 squid 47 symbolically

18 ingredient 48 take place

19 vary 49 designate

20 from region to region 50 World Heritage Site

21
You can say that
again.

51 besides

22 evenly 52 scenic

23 side dish 53 geological

24 quite 54 wildlife

25 voting right 55
the Gyeongju Historic
Area

26 have a hard time ~ing 56 observatory

27 nap 57 defensive fortress

28 midday 58 intangible

29 make sure (that) S+V 59 heritage

30 go ~ing 60 humanity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91 between A and B

62 link(동사) 92 autumn

63 means 93 each other

64 shape(동사) 94 raise

65 be rooted 95 ten levels

66 identity 96 formation

67 provide A with B 97 bottom base

68 foundation 98 in Ving

69 wisdom 99 be willing to V

70 knowledge 100 senior citizen

71 sustainable 101 by Ving

72 development 102 collapse

73 precious 103 form(동사)

74 asset 104 one another

75 community 105 wave

76 individual(명사) 106 crowd(명사)

77 across the world 107 below

78 protect 108 accumulate

79 generation 109 hand down

80 following 110 sense of belonging

81 offer 111 heighten

82 insight 112 spirit

83 diversity 113 cooperation

84 rapid 114 require

85 profound 115 element

86 strengthen 116 long for

87 resolve(명사) 117 play a role

88 take action 118 dominate

89 preserve 119 leisure

90 benefit 120 practice(명사)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deserve 151 craftpeople

122 serious 152 appear

123 attention 153 fair(명사)

124 gingerbread 154 socialize

125 broadly 155 perspective

126 refer to 156 tugging

127 treat(명사) 157 ritual

128 typically 158 practice(동사)

129 flavor(동사) 159 agricultural

130 ginger 160 region

131 process 161 vary

132 endurance 162 involve

133 dough 163 against

134 mature(동사) 164 Buddhist temple

135 mold(명사) 165 be held

136 take place 166 tug

137 once(접속사) 167 tightly

138 decorate 168 bundle(동사)

139 custom 169 vine

140 not only A but also B 170 hook(동사)

141 expression 171 straw

142 light yellow 172 figure

143 string 173 bamboo

144 dip 174 rice straw

145 hang 175 as well as

146 recipe 176 stand for

147 uniquely 177 pray

148 further 178 harvest

149 leave a mark 179 mostly

150 function(명사) 180 abundant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81 regard A as B 211 scene

182 prayer 212 look into

183 appreciation 213 rainy season

184 intentional 214 rise-rose-risen

185 competitive 215 gather

186 inherent 216 relocate

187 emphasize 217 amused

188 participant 218 place(동사)

189 realize 219 location

190 solidarity 220 find out

191 among 221 practice(명사)

192 head(동사) 222 be based on

193 native 223 cooperation

194 one-lane

195 scatter

196 mud

197 block(동사)

198 hit the brakes

199 sharp turn

200 entire

201 though(부사)

202 slightest

203 clue

204 as to

205 curious

206 unusual

207 sight

208 suggest

209 why don't we

210 pull over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2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ight yellow 31 element

2 dough 32 bamboo

3 refer to 33 wisdom

4 cabbage 34 as to

5 remain 35 hang

6 curious 36 heritage

7 senior citizen 37 be willing to V

8 though(부사) 38 folks

9 craftpeople 39 autumn

10 attention 40 benefit

11 shape(동사) 41 sharp turn

12 community 42 Thai

13 region 43 pray

14 tugging 44 appreciation

15 abundant 45 harvest

16 means 46 realize

17 prayer 47 ginger

18 practice(명사) 48 foundation

19 across the world 49 practice(명사)

20 offensive 50 symbolically

21 sacred 51 vine

22 social study 52 dominate

23 slice 53 be held

24 against 54 mud

25 treat(명사) 55 link(동사)

26 ten levels 56 stand for

27 expression 57 protect

28 be associated with 58 sustainable

29 presentation 59 dip

30 ritual 60 serious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2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옅은 노란색 31 요소

2 반죽 덩어리 32 대나무

3 언급하다 33 지혜

4 양배추 34 ~에 관해서

5 유적, 잔여물, 남아있다 35 걸어 놓다

6 호기심있는 36 유산

7 노인, 어르신 37 기꺼이 ~하다

8 그러나, 그래도 38 사람들, 부모님, 평민들

9 장인 39 가을

10 관심, 집중 40 이익

11 이해하다; 형성하다 41 급커브

12 지역사회 42
태국의, 태국인(의), 태국어

(의)

13 지역 43 기도하다

14 줄다리기 44 감사

15 풍부한 45 수확

16 수단, 방법 46 깨닫다

17 기도 47 생강

18 관습 48 토대, 기본

19 전 세계적으로 49 관습

20 모욕적인 50 상징적으로

21 신성한 51 (담쟁이) 덩굴

22 사회과목 52 지배하다

23 얇은 조각, 얇게 썰다 53 개최되다

24 ~에 대항하여 54 진흙

25 (특별한) 음식, 간식, 대접 55 연결하다

26 10층 56 ~을 상징하다

27 표현 57 보호하다

28
~와 연관되다, ~와 연상되

다
58 지속가능한

29 발표 59 담그다

30 (종교 등의) 의식 60 진지한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2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ight yellow 31 element

2 dough 32 bamboo

3 refer to 33 wisdom

4 cabbage 34 as to

5 remain 35 hang

6 호기심있는 36 유산

7 노인, 어르신 37 기꺼이 ~하다

8 그러나, 그래도 38 사람들, 부모님, 평민들

9 장인 39 가을

10 관심, 집중 40 이익

11 shape(동사) 41 sharp turn

12 community 42 Thai

13 region 43 pray

14 tugging 44 appreciation

15 abundant 45 harvest

16 수단, 방법 46 깨닫다

17 기도 47 생강

18 관습 48 토대, 기본

19 전 세계적으로 49 관습

20 모욕적인 50 상징적으로

21 sacred 51 vine

22 social study 52 dominate

23 slice 53 be held

24 against 54 mud

25 treat(명사) 55 link(동사)

26 10층 56 ~을 상징하다

27 표현 57 보호하다

28
~와 연관되다, ~와 연상되

다
58 지속가능한

29 발표 59 담그다

30 (종교 등의) 의식 60 진지한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2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ight yellow 옅은 노란색 31 element 요소

2 dough 반죽 덩어리 32 bamboo 대나무

3 refer to 언급하다 33 wisdom 지혜

4 cabbage 양배추 34 as to ~에 관해서

5 remain 유적, 잔여물, 남아있다 35 hang 걸어 놓다

6 curious 호기심있는 36 heritage 유산

7 senior citizen 노인, 어르신 37 be willing to V 기꺼이 ~하다

8 though(부사) 그러나, 그래도 38 folks 사람들, 부모님, 평민들

9 craftpeople 장인 39 autumn 가을

10 attention 관심, 집중 40 benefit 이익

11 shape(동사) 이해하다; 형성하다 41 sharp turn 급커브

12 community 지역사회 42 Thai
태국의, 태국인(의), 태국어

(의)

13 region 지역 43 pray 기도하다

14 tugging 줄다리기 44 appreciation 감사

15 abundant 풍부한 45 harvest 수확

16 means 수단, 방법 46 realize 깨닫다

17 prayer 기도 47 ginger 생강

18 practice(명사) 관습 48 foundation 토대, 기본

19 across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49 practice(명사) 관습

20 offensive 모욕적인 50 symbolically 상징적으로

21 sacred 신성한 51 vine (담쟁이) 덩굴

22 social study 사회과목 52 dominate 지배하다

23 slice 얇은 조각, 얇게 썰다 53 be held 개최되다

24 against ~에 대항하여 54 mud 진흙

25 treat(명사) (특별한) 음식, 간식, 대접 55 link(동사) 연결하다

26 ten levels 10층 56 stand for ~을 상징하다

27 expression 표현 57 protect 보호하다

28 be associated with
~와 연관되다, ~와 연상되

다
58 sustainable 지속가능한

29 presentation 발표 59 dip 담그다

30 ritual (종교 등의) 의식 60 serious 진지한

영어1 비상 홍민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