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ational 국가의 31 due to ~때문에

2 pride 자부심 32 affection 애정

3 behind ~의 뒤에, ~의 배후에 33 decide to V ~하기로 결심하다

4 fortress 요새 34 tomb 묘지

5 painting on a wall 벽화 35 consider 여기다

6 grand 웅장한 36 ideal 이상적인

7 procession 행렬, 행진 37 resident 거주민

8 depict 묘사하다 38 area 지역

9 lead ~을 이끌다 39 command 명령하다

10 royal 왕실의 40 eventually 궁극적으로

11 well-known 유명한 41 protect 보호하다

12 of the time 그 당시의 42 pay a visit to A A에 방문하다

13 original 원래의 43 frequent 잦은, 빈번한

14 vividly 생생하게 44 honor 기리다, 기념하다

15 character 인물 45 miss 그리워하다

16 magnificent 장엄한, 웅장한 46 illustrate 설명하다, 명확히 보여주다

17 scale 규모 47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18 march 행진(행차)하다 48 big heart 너그러운 마음

19 origin 기원 49 care for 보살피다

20 go back to ~로 거슬러 올라가다 50 round-shaped 둥근

21 period 기간 51 as planned 계획된 대로

22 political 정치적인 52 would have p.p. ~했을 것이다

23 instability 불안정 53 end up ~ing 결국 ~하게 되다

24 various 다양한 54 learn 알게 되다

25 faction 당파, 파벌, 당쟁 55 situation 상황

26 fight-fought-fought 싸우다 56 deliver 전하다

27 power 권력 57 order 명령

28 in the middle of ~의 한가운데에 58 even if 비록 ~일지라도

29 conflict 갈등 59 fold 접다

30 huge 큰, 거대한 60 unfold 펼치다, 열다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A enough to V V할 정도로 충분히 A한 91 modern 근대의, 현대의

62 existing 기존의 92 complete 완성(완공)하다

63 unprotected 보호받지 못하는 93 primary 주요한

64 shape A like B
A를 B같은 형상으로 만들

다
94 architect 건축가

65 leaf 나뭇잎 95 employ 사용하다

66 public service 공익사업 96 latest 최신의

67 get paid 보수를 받다 97 technique 기술

68 instruct O to V O가 V하도록 지시하다 98 extend 이어지다, 계속되다, 뻗다

69 government 정부 99 nearly 거의

70 those who ~ ~한 사람들 100 advanced 진보된

71 weather 날씨 101 in that ~ ~라는 점에서

72 construct 건설하다 102 brick 벽돌

73 construction 건설 103 advantage 이점

74 supply A with B A에게 B를 공급하다(주다) 104 withstand 견뎌내다

75 pill 환약, 알약 105 heavy blow 심한 타격

76 beat 이기다, 물리치다 106 destroy 파괴하다

77 document 문서 107 be made of ~로 만들어지다

78 compassion 연민 108 both A and B A와 B 둘 다

79 extremely 극도로 109 moreover 게다가, 더욱이

80 uncomfortable 불편한 110 fire 쏘다, 발사하다

81 suffering 고통 111 gun 총

82 since ~이므로, ~하기 때문에 112 arrow 화살

83 sympathy 동정심, 연민, 공감 113 in case of ~의 경우에

84 moisten 축축하게 하다 114 attack 공격

85 lung 폐, 허파 115 come up with ~을 생각해내다

86 cannot A nor B A도 B도 할 수 없다 116 invent 발명하다

87 cool 시원하게 하다 117 machine 기계

88 prescription 처방 118 lift 들어 올리다

89 site 현장, 부지 119 pile up 쌓다

90 take the pills 환약을 복용하다 120 least 최소한의, 가장 적인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amount 양

122 reduce 감소시키다, 줄이다

123
would have taken
much longer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

을 것이다

124 represent 나타내다

125 peak 절정

126 architecture 건축(학), 건축술

127 characterize 특징짓다

128 careful 세심한

129 application 적용, 응용

130 advance 발전, 진보

131 decision 결정

132 cultural 문화적인

133 heritage site 유적지

134 attract 끌어들이다

135 aware of ~을 인식하는

136 historical 역사적인

137 significance 중요성

138 make efforts 노력하다

139 preserve 보존하다

140 responsibility 책임

141 protect 보호하다

142 so that S can ~할 수 있도록

143 treasure 소중히 여기다

144 magnificent 웅장한, 장엄한

145 event 행사

146 take place 열리다, 개최되다

147 celebrate 기념하다, 축하하다

148 depict 묘사하다

149 why don't you ~? ~하는 게 어때?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6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ational 31 due to

2 pride 32 affection

3 behind 33 decide to V

4 fortress 34 tomb

5 painting on a wall 35 consider

6 grand 36 ideal

7 procession 37 resident

8 depict 38 area

9 lead 39 command

10 royal 40 eventually

11 well-known 41 protect

12 of the time 42 pay a visit to A

13 original 43 frequent

14 vividly 44 honor

15 character 45 miss

16 magnificent 46 illustrate

17 scale 47 not only A but also B

18 march 48 big heart

19 origin 49 care for

20 go back to 50 round-shaped

21 period 51 as planned

22 political 52 would have p.p.

23 instability 53 end up ~ing

24 various 54 learn

25 faction 55 situation

26 fight-fought-fought 56 deliver

27 power 57 order

28 in the middle of 58 even if

29 conflict 59 fold

30 huge 60 unfold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A enough to V 91 modern

62 existing 92 complete

63 unprotected 93 primary

64 shape A like B 94 architect

65 leaf 95 employ

66 public service 96 latest

67 get paid 97 technique

68 instruct O to V 98 extend

69 government 99 nearly

70 those who ~ 100 advanced

71 weather 101 in that ~

72 construct 102 brick

73 construction 103 advantage

74 supply A with B 104 withstand

75 pill 105 heavy blow

76 beat 106 destroy

77 document 107 be made of

78 compassion 108 both A and B

79 extremely 109 moreover

80 uncomfortable 110 fire

81 suffering 111 gun

82 since 112 arrow

83 sympathy 113 in case of

84 moisten 114 attack

85 lung 115 come up with

86 cannot A nor B 116 invent

87 cool 117 machine

88 prescription 118 lift

89 site 119 pile up

90 take the pills 120 least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amount

122 reduce

123
would have taken
much longer

124 represent

125 peak

126 architecture

127 characterize

128 careful

129 application

130 advance

131 decision

132 cultural

133 heritage site

134 attract

135 aware of

136 historical

137 significance

138 make efforts

139 preserve

140 responsibility

141 protect

142 so that S can

143 treasure

144 magnificent

145 event

146 take place

147 celebrate

148 depict

149 why don't you ~?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6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rocession 31 unfold

2 consider 32 brick

3 take place 33 advanced

4 order 34 aware of

5 extremely 35 technique

6 in that ~ 36 character

7 advantage 37 amount

8 fortress 38 site

9 end up ~ing 39 behind

10 power 40 come up with

11 in case of 41 fight-fought-fought

12 employ 42 resident

13 leaf 43 protect

14 instruct O to V 44 vividly

15 decision 45 illustrate

16 ideal 46 affection

17 go back to 47 destroy

18 sympathy 48 get paid

19 beat 49 area

20 fold 50 historical

21 attract 51 least

22 faction 52 treasure

23 royal 53 responsibility

24 grand 54 significance

25 represent 55 in the middle of

26 lung 56 lift

27 conflict 57
would have taken
much longer

28 application 58 primary

29 of the time 59 nearly

30 supply A with B 60 protect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6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행렬, 행진 31 펼치다, 열다

2 여기다 32 벽돌

3 열리다, 개최되다 33 진보된

4 명령 34 ~을 인식하는

5 극도로 35 기술

6 ~라는 점에서 36 인물

7 이점 37 양

8 요새 38 현장, 부지

9 결국 ~하게 되다 39 ~의 뒤에, ~의 배후에

10 권력 40 ~을 생각해내다

11 ~의 경우에 41 싸우다

12 사용하다 42 거주민

13 나뭇잎 43 보호하다

14 O가 V하도록 지시하다 44 생생하게

15 결정 45 설명하다, 명확히 보여주다

16 이상적인 46 애정

17 ~로 거슬러 올라가다 47 파괴하다

18 동정심, 연민, 공감 48 보수를 받다

19 이기다, 물리치다 49 지역

20 접다 50 역사적인

21 끌어들이다 51 최소한의, 가장 적인

22 당파, 파벌, 당쟁 52 소중히 여기다

23 왕실의 53 책임

24 웅장한 54 중요성

25 나타내다 55 ~의 한가운데에

26 폐, 허파 56 들어 올리다

27 갈등 57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

을 것이다

28 적용, 응용 58 주요한

29 그 당시의 59 거의

30 A에게 B를 공급하다(주다) 60 보호하다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6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rocession 31 unfold

2 consider 32 brick

3 take place 33 advanced

4 order 34 aware of

5 extremely 35 technique

6 ~라는 점에서 36 인물

7 이점 37 양

8 요새 38 현장, 부지

9 결국 ~하게 되다 39 ~의 뒤에, ~의 배후에

10 권력 40 ~을 생각해내다

11 in case of 41 fight-fought-fought

12 employ 42 resident

13 leaf 43 protect

14 instruct O to V 44 vividly

15 decision 45 illustrate

16 이상적인 46 애정

17 ~로 거슬러 올라가다 47 파괴하다

18 동정심, 연민, 공감 48 보수를 받다

19 이기다, 물리치다 49 지역

20 접다 50 역사적인

21 attract 51 least

22 faction 52 treasure

23 royal 53 responsibility

24 grand 54 significance

25 represent 55 in the middle of

26 폐, 허파 56 들어 올리다

27 갈등 57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

을 것이다

28 적용, 응용 58 주요한

29 그 당시의 59 거의

30 A에게 B를 공급하다(주다) 60 보호하다

영어1 동아 권혁승



제 6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rocession 행렬, 행진 31 unfold 펼치다, 열다

2 consider 여기다 32 brick 벽돌

3 take place 열리다, 개최되다 33 advanced 진보된

4 order 명령 34 aware of ~을 인식하는

5 extremely 극도로 35 technique 기술

6 in that ~ ~라는 점에서 36 character 인물

7 advantage 이점 37 amount 양

8 fortress 요새 38 site 현장, 부지

9 end up ~ing 결국 ~하게 되다 39 behind ~의 뒤에, ~의 배후에

10 power 권력 40 come up with ~을 생각해내다

11 in case of ~의 경우에 41 fight-fought-fought 싸우다

12 employ 사용하다 42 resident 거주민

13 leaf 나뭇잎 43 protect 보호하다

14 instruct O to V O가 V하도록 지시하다 44 vividly 생생하게

15 decision 결정 45 illustrate 설명하다, 명확히 보여주다

16 ideal 이상적인 46 affection 애정

17 go back to ~로 거슬러 올라가다 47 destroy 파괴하다

18 sympathy 동정심, 연민, 공감 48 get paid 보수를 받다

19 beat 이기다, 물리치다 49 area 지역

20 fold 접다 50 historical 역사적인

21 attract 끌어들이다 51 least 최소한의, 가장 적인

22 faction 당파, 파벌, 당쟁 52 treasure 소중히 여기다

23 royal 왕실의 53 responsibility 책임

24 grand 웅장한 54 significance 중요성

25 represent 나타내다 55 in the middle of ~의 한가운데에

26 lung 폐, 허파 56 lift 들어 올리다

27 conflict 갈등 57
would have taken
much longer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

을 것이다

28 application 적용, 응용 58 primary 주요한

29 of the time 그 당시의 59 nearly 거의

30 supply A with B A에게 B를 공급하다(주다) 60 protect 보호하다

영어1 동아 권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