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2 영어단어 1-4 과 

 

 어휘 뜻 연습(어휘) 연습(뜻) 

1 stressful 스트레스를 주는   

2 get off to ~으로 시작하다   

3 popular 인기 있는, 대중적인   

4 idea 의견, 생각   

5 hard 굳은, 단단한; 열심히   

6 change 바꾸다, 변하다; 변화, 거스름돈   

7 messy 지저분한, 엉망인   

8 bring 가져오다, 데려오다   

9 stuff 물건, 사물, 재료; 채우다   

10 soon 곧, 빨리   

11 get ~하게 되다, 얻다   

12 worry 걱정하다, 걱정시키다; 걱정   

13 someone 어떤 사람, 누구   

14 drive 
~한 상태에 빠트리다, 운전하다, 

몰다 
  

15 crazy 제정신이 아닌, 열광하는   

16 remember 생각해내다, 기억하다   

17 still 여전히, 아직; 조용한, 고요한   

18 member 구성원, 일원, 회원   

19 have to 해야 한다   

20 together 함께, 같이   

21 care for 돌보다   

22 each other 서로, 상호 간에   

23 list 
목록, 명단, 가격표; 명부에 기입하

다 
  

24 late 늦은; 늦게   

25 behave 행동하다, 처신하다   

26 underpants 속옷   

27 every day 매일   

28 between A and B A 와 B 사이에   

29 choice 선택, 고르기   

30 sound ~처럼 들리다; 건전한   

31 strange 이상한, 낯선   

32 perfect 완전한, 완벽한   

33 however 그러나, 그렇지만   

34 even ~조차(도), 훨씬   

35 mind 
싫어하다, 꺼리다; 마음, 정신, 생

각 
  



 어휘 뜻 연습(어휘) 연습(뜻) 

36 at first 처음에   

37 focus on ~에 초점을 맞추다   

38 try to ~하려고 노력하다   

39 luck 운, 행운   

40 plan 계획하다; 계획   

41 grade 학년, 성적, 등급   

42 spend 쓰다, 소비하다, (시간을) 보내다   

43 useful 쓸모 있는, 유용한   

44 skill 솜씨, 기술, 기량   

45 translation 번역   

46 visit 방문하다, 시찰하다; 방문   

47 museum 박물관, 미술관   

48 want to ~하고 싶다   

49 stay behind 뒤에 남다, 출발하지 않다   

50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전하다   

51 stomach 위, 배, 복부   

52 growl 으르렁거리다, 울리다   

53 enter 들어가다, 입학하다   

54 respond 반응하다, 대답하다   

55 a piece of 한 조각의   

56 a glass of 한 잔의   

57 please 제발; 기쁘게 하다   

58 knock 
(문을) 두드리다, 노크하다, 치다; 

노크 
  

59 invite 초대하다, 초청하다   

60 translator 번역가, 번역기   

61 understand 이해하다   

62 turn off 끄다   

63 go out 밖으로 나가다   

64 enjoy 즐기다, 재미를 보다   

65 follow 따라가다, 쫓다   

66 thumping 쿵 하고 치는, 두근거리는   

67 sound 소리; ~하게 들리다   

68 against ~에 반대하여   

69 repeat 되풀이하다, 반복하다; 반복   

70 for a while 잠시 동안   

71 point 점, 요점; 가리키다, ~을 향하다   

72 respond 반응하다, 대답하다   

73 suddenly 갑자기, 불현듯   

74 sound like ~처럼 들리다   

75 arrive 도착하다, 닿다   



 어휘 뜻 연습(어휘) 연습(뜻) 

76 sure enough 아니나 다를까   

77 kid 아이; 농담하다   

78 uniform 유니폼, 운동복; 균일한   

79 shout 소리치다, 외치다   

80 point to 가리키다   

81 hold 잡다, 개최하다   

82 fortune 운, 행운, 재산   

83 roll away 굴러가 버리다   

84 go back to ~로 돌아가다   

85 teach 가르치다   

86 laugh 웃다   

87 germ 세균, (생물) 배아   

88 war 전쟁, 전투   

89 inside 안쪽; 내부의   

90 watch out 조심하다, 경계하다   

91 hand off 손을 떼다   

92 spot 장소, 작은 점, 얼룩; 발견하다   

93 impossible 불가능한   

94 major 주요한, 전공의, 다수의; 전공하다   

95 kind 종류, 유형; 친절한, 다정한   

96 bacteria 박테리아, 세균   

97 virus 바이러스, 세균   

98 creature 생물, 창조물, 동물   

99 digest 소화하다   

100 cell 세포   

101 living 생활, 생계; 살아 있는   

102 cause 원인; ~을 야기하다   

103 disease 병, 질병   

104 A such as B B 와 같은 A   

105 flu 독감, 유행성 감기   

106 attack 공격하다; 공격   

107 success 성공; 성공하다   

108 enter 들어가다, 입학하다   

109 through ~을 통하여   

110 skin 피부, 껍질   

111 happen 발생하다, 일어나다   

112 invade 침략[침입]하다, 침해하다   

113 copy 복사(본); 복사[복제]하다   

114 multiply 곱하다, 증식하다, 증식시키다   

115 zone 지역, 구역   



 어휘 뜻 연습(어휘) 연습(뜻) 

116 tired 피곤한, 싫증난   

117 weak 약한   

118 invader 침입자   

119 army 군대   

120 defense 방어, 수비   

121 alarm 경보(기), 알람; 놀라게 하다   

122 defend 지키다, 방어하다   

123 arrive 도착하다, 닿다   

124 antibody 항체   

125 macrophage 대식세포   

126 show up 나타나다   

127 well 잘, 좋게; 건강한, 좋은   

128 a few 소수의, 조금 있는   

129 remember 생각해내다, 기억하다   

130 fine 좋은, 미세한; 훌륭히; 벌금   

131 cousin 사촌, 친척   

132 form 형식; 형성하다[되다]   

133 trick 속임수, 장난; 속이다   

134 several 여럿의, 몇몇의   

135 way 방법, 길   

136 protect A from B A 를 B 로부터 지키다   

137 hold on 잠시 기다리다   

138 hand 손; 건네주다   

139 warm 따뜻한; 따뜻하게 하다   

140 balance 균형, 저울; 균형을 잡다   

141 diet 식사, 식이 요법, 다이어트   

142 healthy 건강한, 건강에 좋은   

143 be ready to ~할 준비가 되다   

144 bring it on 덤벼, 한판 붙자   

145 important 중요한, 영향력이 큰   

146 exercise 운동, 연습; 운동하다   

147 plenty of 많은, 다수의   

148 give up 그만두다   

149 necessary 필요한, 필수적인   

150 shot 주사 (한 대), 발사   

151 best 최상의; 가장 잘; 최고, 최선   

152 follow 따라가다, 쫓다   

153 step 단계, 과정, 계단   

154 victim 희생자, 피해자   

155 light 빛; 가벼운, 밝은   



 어휘 뜻 연습(어휘) 연습(뜻) 

156 problem 문제, 의문   

157 look at 보다, 바라보다   

158 create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159 famous 유명한   

160 look up 올려다보다, 찾아보다   

161 starry 별이 많은   

162 in fact 사실상, 실제로   

163 enjoy 즐기다, 재미를 보다   

164 because of ~ 때문에   

165 pollution 오염, 공해   

166 most of 대부분의   

167 be familiar with ~와 친하다, ~을 잘 알고 있다   

168 serious 심각한, 진지한, 진심의   

169 take action 행동[조치]을 취하다   

170 cause 원인; ~을 야기하다   

171 wrong 틀린, 잘못된   

172 everywhere 모든 곳에, 어디든지   

173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174 effect 영향, 효과, 결과   

175 wildlife 야생 생물   

176 according to ~에 따르면   

177 recent 최근의   

178 report 보고[보도]하다, 통보하다; 보고   

179 population 인구   

180 live 살다; 살아 있는   

181 enough 충분한; 충분히   

182 especially 특별히, 유별나게   

183 often 자주, 흔히   

184 suffer from ~로 고통을 겪다, 앓다   

185 rhythm 리듬, 흐름, 운율   

186 day and night 밤낮으로, 항상   

187 disturb 방해하다   

188 artificial 인공적인, 인조(人造)의, 가짜의   

189 threaten 위협하다, 협박하다   

190 migrate 이동하다, 이주하다   

191 way 방법, 길   

192 cause A to B A 가 B 하게 하다   

193 wander off 배회하다, 벗어나다   

194 course 경로, 과정, 강의   

195 millions of 수백만의   



 어휘 뜻 연습(어휘) 연습(뜻) 

196 since ~ 이래로, ~이므로   

197 draw A away from ~로부터 A 를 멀리 떨어지게 하다   

198 clearly 또렷하게, 명백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