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ask 일, 업무 31 more than ~이상

2 after all 어쨌든 32 unless 만약 ~이 아니라면

3 gabage can 쓰레기통 33 else 또 다른, 그 밖의

4 unfortunately 불행히도 34 such as ~와 같은

5 region 지역 35 space station 우주 정거장

6 surround 둘러싸다 36 object 사물, 물건

7 enormous 엄청난 37 potential 잠재력; 잠재적인

8 dump 더미 38 deadly 치명적인

9 space junk 우주 쓰레기 39 astronaut 우주 비행사

10 debris 부스러기, 파편, 잔해 40 let go of 놓치다, 버리다

11 include 포함하다 41 wrench 렌치, 스패너

12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42 retrieve 다시 찾아오다

13 regular 일반적인 43 float 떠다니다

14 entire 전체의 44 rate 속도

15 satellite 인공위성 45 nearly 거의

16 abandon 버리다 46 per ~당

17 orbit 궤도(를 돌다) 47 run into 우연히 마주치다

18 Soviet Union 소련 48 spacecraft 우주선

19 launch 발사(하다) 49 passenger 승객

20 superpower 강대국 50 additionally 게다가, 덧붙여

21 come to V ~하게 되다 51 collision 충돌

22 be known as ~로서 알려지다 52 though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3 numerous 수많은 53 sink 가라앉다

24 decade 10년 54 planet 행성

25 inspire 영감을 주다 55 in the end 결국

26 yet 그러나 56 gravity 중력

27 huge 엄청난 57 atmosphere 대기

28 collide 충돌하다 58 plunge (갑자기) 떨어지다

29 present(형용사) 현재의 59 reentry 재진입

30 estimate 추정하다 60 typically 일반적으로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manage to V 가까스로 ~하다

62 surface 표면

63 completely 완전히

64 land(동사) 착륙하다

65 thus far 지금까지(=so far)

66 injury 부상

67 property 재산, 소유물

68 prevent 막다, 방지하다

69 tragedy 비극

70 government 정부

71 order + O + to V
목적어에게 ~하라고 명령

하다

72 work out 연구하다

73 remove 제거하다

74 suggest 제안하다

75 tug(명사) 밧줄

76 release 내보내다, 방출하다

77 giant 거대한

78 mechanical 기계의

79 sponge 스폰지

80 capture 사로잡다

81 bits of 조그마한

82 sound like ~처럼 들리다

83 actually 사실

84 experiment 실험

85 complicated 복잡한

86 it takes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87 resolve 해결하다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6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ask 31 more than

2 after all 32 unless

3 gabage can 33 else

4 unfortunately 34 such as

5 region 35 space station

6 surround 36 object

7 enormous 37 potential

8 dump 38 deadly

9 space junk 39 astronaut

10 debris 40 let go of

11 include 41 wrench

12 not only A but also B 42 retrieve

13 regular 43 float

14 entire 44 rate

15 satellite 45 nearly

16 abandon 46 per

17 orbit 47 run into

18 Soviet Union 48 spacecraft

19 launch 49 passenger

20 superpower 50 additionally

21 come to V 51 collision

22 be known as 52 though

23 numerous 53 sink

24 decade 54 planet

25 inspire 55 in the end

26 yet 56 gravity

27 huge 57 atmosphere

28 collide 58 plunge

29 present(형용사) 59 reentry

30 estimate 60 typically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manage to V

62 surface

63 completely

64 land(동사)

65 thus far

66 injury

67 property

68 prevent

69 tragedy

70 government

71 order + O + to V

72 work out

73 remove

74 suggest

75 tug(명사)

76 release

77 giant

78 mechanical

79 sponge

80 capture

81 bits of

82 sound like

83 actually

84 experiment

85 complicated

86 it takes

87 resolve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6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gular 31 present(형용사)

2 satellite 32 yet

3 space station 33 retrieve

4 not only A but also B 34 resolve

5 after all 35 estimate

6 rate 36 debris

7 else 37 it takes

8 space junk 38 atmosphere

9 let go of 39 thus far

10 enormous 40 gravity

11 numerous 41 though

12 work out 42 suggest

13 in the end 43 deadly

14 tug(명사) 44 sponge

15 Soviet Union 45 collide

16 more than 46 huge

17 capture 47 potential

18 actually 48 land(동사)

19 float 49 superpower

20 such as 50 complicated

21 orbit 51 prevent

22 release 52 completely

23 bits of 53 gabage can

24 dump 54 spacecraft

25 decade 55 run into

26 astronaut 56 remove

27 typically 57 property

28 planet 58 sink

29 include 59 experiment

30 unfortunately 60 task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6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일반적인 31 현재의

2 인공위성 32 그러나

3 우주 정거장 33 다시 찾아오다

4 A뿐만 아니라 B도 34 해결하다

5 어쨌든 35 추정하다

6 속도 36 부스러기, 파편, 잔해

7 또 다른, 그 밖의 37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8 우주 쓰레기 38 대기

9 놓치다, 버리다 39 지금까지(=so far)

10 엄청난 40 중력

11 수많은 41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연구하다 42 제안하다

13 결국 43 치명적인

14 밧줄 44 스폰지

15 소련 45 충돌하다

16 ~이상 46 엄청난

17 사로잡다 47 잠재력; 잠재적인

18 사실 48 착륙하다

19 떠다니다 49 강대국

20 ~와 같은 50 복잡한

21 궤도(를 돌다) 51 막다, 방지하다

22 내보내다, 방출하다 52 완전히

23 조그마한 53 쓰레기통

24 더미 54 우주선

25 10년 55 우연히 마주치다

26 우주 비행사 56 제거하다

27 일반적으로 57 재산, 소유물

28 행성 58 가라앉다

29 포함하다 59 실험

30 불행히도 60 일, 업무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6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gular 31 present(형용사)

2 satellite 32 yet

3 space station 33 retrieve

4 not only A but also B 34 resolve

5 after all 35 estimate

6 속도 36 부스러기, 파편, 잔해

7 또 다른, 그 밖의 37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8 우주 쓰레기 38 대기

9 놓치다, 버리다 39 지금까지(=so far)

10 엄청난 40 중력

11 numerous 41 though

12 work out 42 suggest

13 in the end 43 deadly

14 tug(명사) 44 sponge

15 Soviet Union 45 collide

16 ~이상 46 엄청난

17 사로잡다 47 잠재력; 잠재적인

18 사실 48 착륙하다

19 떠다니다 49 강대국

20 ~와 같은 50 복잡한

21 orbit 51 prevent

22 release 52 completely

23 bits of 53 gabage can

24 dump 54 spacecraft

25 decade 55 run into

26 우주 비행사 56 제거하다

27 일반적으로 57 재산, 소유물

28 행성 58 가라앉다

29 포함하다 59 실험

30 불행히도 60 일, 업무

영어 1 다락원(김길중)



제 6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gular 일반적인 31 present(형용사) 현재의

2 satellite 인공위성 32 yet 그러나

3 space station 우주 정거장 33 retrieve 다시 찾아오다

4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34 resolve 해결하다

5 after all 어쨌든 35 estimate 추정하다

6 rate 속도 36 debris 부스러기, 파편, 잔해

7 else 또 다른, 그 밖의 37 it takes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8 space junk 우주 쓰레기 38 atmosphere 대기

9 let go of 놓치다, 버리다 39 thus far 지금까지(=so far)

10 enormous 엄청난 40 gravity 중력

11 numerous 수많은 41 though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work out 연구하다 42 suggest 제안하다

13 in the end 결국 43 deadly 치명적인

14 tug(명사) 밧줄 44 sponge 스폰지

15 Soviet Union 소련 45 collide 충돌하다

16 more than ~이상 46 huge 엄청난

17 capture 사로잡다 47 potential 잠재력; 잠재적인

18 actually 사실 48 land(동사) 착륙하다

19 float 떠다니다 49 superpower 강대국

20 such as ~와 같은 50 complicated 복잡한

21 orbit 궤도(를 돌다) 51 prevent 막다, 방지하다

22 release 내보내다, 방출하다 52 completely 완전히

23 bits of 조그마한 53 gabage can 쓰레기통

24 dump 더미 54 spacecraft 우주선

25 decade 10년 55 run into 우연히 마주치다

26 astronaut 우주 비행사 56 remove 제거하다

27 typically 일반적으로 57 property 재산, 소유물

28 planet 행성 58 sink 가라앉다

29 include 포함하다 59 experiment 실험

30 unfortunately 불행히도 60 task 일, 업무

영어 1 다락원(김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