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scue 구조하다 31 valve 밸브

2 disaster 재난 32 socket 소켓, 꽂는 곳

3 earthquake 지진 33 navigate 길을 찾다, 항해하다

4 accompanying 동반하는 34 rough 거친

5 tsunami 쓰나미 35 terrain 지형, 지세

6 destroy 파괴하다 36 climb 오르다

7 nuclear power plant 원자력 발전소 37 stairs 계단

8 release 내보내다, 방출하다 38 complete 완성하다

9 amount 양 39 competitor 경쟁자

10 radioactive 방사능 40 kneel 무릎을 꿇다

11 material 물질 41 wheel 바퀴

12 since ~때문에 42 attach 부착하다

13 environment 환경 43 knee 무릎

14 government 정부 44 decisively 결단성 있게, 결정적으로

15 handle(동사) ~을 다루다, 처리하다 45 perform 수행하다

16 up to N
~에 부합하는, ~을 할 수

있는
46 encounter (우연히) 마주치다

17 task 일, 업무 47 barrier 장애물

18 eventually 결국 48 smoothly 부드럽게

19 extremely 극도로 49 avoid 피하다

20 renew 다시 시작하다, 갱신하다 50 less than ~이하

21 emphasis 강조 51 once(접속사) 일단 ~ 하면

22 in response to ~에 대한 대응으로 52 speed-sped-sped 빠르게 가다

23 speed up 가속화하다 53 progressively 점진적으로

24 disaster-stricken 재난을 당한 54 reflect 반영하다

25 competition 경쟁, 경기 55 attempt 시도

26 attract 끌다 56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27 a series of 일련의, 연속되는 57 simultaneously 동시에

28 vehicle 차량, 탈 것 58 trial 시도

29 locate(동사) 위치를 파악하다 59 it takes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30 leak 새어 나가다 60 have difficulty V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YBM(한상호) 영어



제 8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bend 굽히다

62 forward 앞쪽으로

63 scan 살피다, 훑어보다

64 awkward 어색한

65 cause(동사) 야기하다, 초래하다

66 lose one's balance 균형을 잃다

67 backward 거꾸로, 뒤로

68 step 계단

69 rotate 회전하다

70 upper 위쪽

71 degree 도, 정도

72 block(동사) 가로 막다

73 either A or B A,B 둘 중 하나

74 set off 시작하다

75 effortlessly 노력없이, 쉽게

76 improve 향상시키다

77 outdoor 야외

78 approach 접근하다, 다가가다

79 failure 실패

80 challenge (힘든) 도전

81 call upon 요청하다, 요구하다

82 complicated 복잡한

83 reduce 줄이다

YBM(한상호) 영어



제 8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scue 31 valve

2 disaster 32 socket

3 earthquake 33 navigate

4 accompanying 34 rough

5 tsunami 35 terrain

6 destroy 36 climb

7 nuclear power plant 37 stairs

8 release 38 complete

9 amount 39 competitor

10 radioactive 40 kneel

11 material 41 wheel

12 since 42 attach

13 environment 43 knee

14 government 44 decisively

15 handle(동사) 45 perform

16 up to N 46 encounter

17 task 47 barrier

18 eventually 48 smoothly

19 extremely 49 avoid

20 renew 50 less than

21 emphasis 51 once(접속사)

22 in response to 52 speed-sped-sped

23 speed up 53 progressively

24 disaster-stricken 54 reflect

25 competition 55 attempt

26 attract 56 generally speaking

27 a series of 57 simultaneously

28 vehicle 58 trial

29 locate(동사) 59 it takes

30 leak 60 have difficulty Ving

YBM(한상호) 영어



제 8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bend

62 forward

63 scan

64 awkward

65 cause(동사)

66 lose one's balance

67 backward

68 step

69 rotate

70 upper

71 degree

72 block(동사)

73 either A or B

74 set off

75 effortlessly

76 improve

77 outdoor

78 approach

79 failure

80 challenge

81 call upon

82 complicated

83 reduce

YBM(한상호) 영어



제 8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ttract 31 navigate

2 complicated 32 have difficulty Ving

3 simultaneously 33 attach

4 generally speaking 34 complete

5 barrier 35 extremely

6 valve 36 disaster-stricken

7 since 37 avoid

8 backward 38 up to N

9 rotate 39 wheel

10 encounter 40 rescue

11 tsunami 41 challenge

12 set off 42 task

13 environment 43 improve

14 outdoor 44 speed up

15 reduce 45 a series of

16 forward 46 destroy

17 locate(동사) 47 competitor

18 speed-sped-sped 48 eventually

19 renew 49 knee

20 disaster 50 lose one's balance

21 radioactive 51 scan

22 amount 52 perform

23 either A or B 53 socket

24 bend 54 leak

25 smoothly 55 terrain

26 rough 56 approach

27 in response to 57 upper

28 release 58 reflect

29 nuclear power plant 59 less than

30 failure 60 cause(동사)

YBM(한상호) 영어



제 8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끌다 31 길을 찾다, 항해하다

2 복잡한 32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3 동시에 33 부착하다

4 일반적으로 말해서 34 완성하다

5 장애물 35 극도로

6 밸브 36 재난을 당한

7 ~때문에 37 피하다

8 거꾸로, 뒤로 38
~에 부합하는, ~을 할 수

있는

9 회전하다 39 바퀴

10 (우연히) 마주치다 40 구조하다

11 쓰나미 41 (힘든) 도전

12 시작하다 42 일, 업무

13 환경 43 향상시키다

14 야외 44 가속화하다

15 줄이다 45 일련의, 연속되는

16 앞쪽으로 46 파괴하다

17 위치를 파악하다 47 경쟁자

18 빠르게 가다 48 결국

19 다시 시작하다, 갱신하다 49 무릎

20 재난 50 균형을 잃다

21 방사능 51 살피다, 훑어보다

22 양 52 수행하다

23 A,B 둘 중 하나 53 소켓, 꽂는 곳

24 굽히다 54 새어 나가다

25 부드럽게 55 지형, 지세

26 거친 56 접근하다, 다가가다

27 ~에 대한 대응으로 57 위쪽

28 내보내다, 방출하다 58 반영하다

29 원자력 발전소 59 ~이하

30 실패 60 야기하다, 초래하다

YBM(한상호) 영어



제 8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ttract 31 navigate

2 complicated 32 have difficulty Ving

3 simultaneously 33 attach

4 generally speaking 34 complete

5 barrier 35 extremely

6 밸브 36 재난을 당한

7 ~때문에 37 피하다

8 거꾸로, 뒤로 38
~에 부합하는, ~을 할 수

있는

9 회전하다 39 바퀴

10 (우연히) 마주치다 40 구조하다

11 tsunami 41 challenge

12 set off 42 task

13 environment 43 improve

14 outdoor 44 speed up

15 reduce 45 a series of

16 앞쪽으로 46 파괴하다

17 위치를 파악하다 47 경쟁자

18 빠르게 가다 48 결국

19 다시 시작하다, 갱신하다 49 무릎

20 재난 50 균형을 잃다

21 radioactive 51 scan

22 amount 52 perform

23 either A or B 53 socket

24 bend 54 leak

25 smoothly 55 terrain

26 거친 56 접근하다, 다가가다

27 ~에 대한 대응으로 57 위쪽

28 내보내다, 방출하다 58 반영하다

29 원자력 발전소 59 ~이하

30 실패 60 야기하다, 초래하다

YBM(한상호) 영어



제 8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ttract 끌다 31 navigate 길을 찾다, 항해하다

2 complicated 복잡한 32 have difficulty V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3 simultaneously 동시에 33 attach 부착하다

4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34 complete 완성하다

5 barrier 장애물 35 extremely 극도로

6 valve 밸브 36 disaster-stricken 재난을 당한

7 since ~때문에 37 avoid 피하다

8 backward 거꾸로, 뒤로 38 up to N
~에 부합하는, ~을 할 수

있는

9 rotate 회전하다 39 wheel 바퀴

10 encounter (우연히) 마주치다 40 rescue 구조하다

11 tsunami 쓰나미 41 challenge (힘든) 도전

12 set off 시작하다 42 task 일, 업무

13 environment 환경 43 improve 향상시키다

14 outdoor 야외 44 speed up 가속화하다

15 reduce 줄이다 45 a series of 일련의, 연속되는

16 forward 앞쪽으로 46 destroy 파괴하다

17 locate(동사) 위치를 파악하다 47 competitor 경쟁자

18 speed-sped-sped 빠르게 가다 48 eventually 결국

19 renew 다시 시작하다, 갱신하다 49 knee 무릎

20 disaster 재난 50 lose one's balance 균형을 잃다

21 radioactive 방사능 51 scan 살피다, 훑어보다

22 amount 양 52 perform 수행하다

23 either A or B A,B 둘 중 하나 53 socket 소켓, 꽂는 곳

24 bend 굽히다 54 leak 새어 나가다

25 smoothly 부드럽게 55 terrain 지형, 지세

26 rough 거친 56 approach 접근하다, 다가가다

27 in response to ~에 대한 대응으로 57 upper 위쪽

28 release 내보내다, 방출하다 58 reflect 반영하다

29 nuclear power plant 원자력 발전소 59 less than ~이하

30 failure 실패 60 cause(동사) 야기하다, 초래하다

YBM(한상호)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