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L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ave ~ in mind ~을 마음에 두다 31 prevent 막다, 예방하다

2 far from 전혀[결코] ~이 아닌 32 damage
피해, 손상, 손해; 손해를 입

히다

3 availability
유효성, 가용성, 이용 가능

성
33 large-scale 대규모의

4 critical 중요한, 비판적인 34 approach 접근하다; 접근(법)

5 adequate 적절한, 적당한, 충분한 35 divert
전환시키다, 딴 곳으로 돌

리다

6 have access to ~에 접근하다 36 diversion
바꾸기, 전환, 기분 전환, 오

락

7 nearly
거의, 대략, 간신히, 면밀하

게
37 short-term 단기적인, 단기의

8 sufficient
충분한, 흡족한; 충분(한 수

량)
38 relief

안도(감), 경감, 완화, 구호,

구제

9 sanitation 위생 시설, (공중) 위생 39 practical 실용적인, 실제의

10 scarce 부족한, 드문 40 widespread 널리 퍼진, 광범위한, 펼친

11 contain
포함[함유]하다, 억누르다,

억제하다
41 long-term 장기적인

12 trillion 1조, 무수; 1조의 42 effect
결과, 영향, 효과; 초래하다,

이루다

13 fresh water 담수, 민물 43 potentially 잠재적으로, 어쩌면

14 glacier 빙하 44 extract
추출(물); 추출하다, 끄집어

내다

15 be trapped in ~에 갇혀 있다 45 particularly 특히, 상세히

16 crisis 위기, 중대 국면, 고비 46 domestic
국내의, 가정(용)의, 길들여

진

17 severe 심한, 엄격한, 힘든 47 plant
(묘목 등을) 심다; 식물, 공

장

18 deposit
저장하다, 맡기다, 침전시

키다
48 operation

작동, 운영, 작업, 수술, 작

전

19 exhausted 고갈된, 기진맥진한 49 operate
작동하다, 운영하다, 수술

하다

20 replace
교체하다, 대체하다, 바꾸

다
50 suitable 적합한, 알맞은, 어울리는

21 locate
~에 위치하다, (위치를) 찾

아내다
51 limit

한정하다, 제한하다; 한계,

제한

22 suffer from ~ 때문에 고통 받다 52 source
원천, 근원, (-s) 출처, 정보

원

23 household 가족, 가정; 가족의, 가정의 53 abundant 아주 많은, 풍부한

24 account for
(~의 비율을) 차지하다, 설

명하다
54 efficient

유능한, 능률적인, 효율적

인

25 inevitably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55 irrigation 관개 (시설), 물을 댐

26 related to ~와 관련된 56 consume 소비하다, 섭취하다, 먹다

27 overcome 극복하다, (남을) 이기다 57 enormous 엄청난, 거대한, 막대한

28 solution 해결(책), 용액 58 exceed 넘다, 초과하다, 초월하다

29 sophisticated
세련된, 교양 있는, 정교한,

복잡한
59 involve

포함[수반]하다, 필요로 하

다, 관련시키다

30 supply 공급하다, 주다; 공급 60 so that 그래서, ~하기 위해서

영어1 YBM 한상호



SL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inefficient 비효율적인

62 wasteful
낭비적인, 비경제적인, 소

모성의

63 improve
향상[개선]시키다, 향상하

다

64 significantly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65 reduce 줄이다, 낮추다, 감소하다

66 dramatically
급격히, 극적으로, 연극으

로

67 purpose 목적, 의도; 의도하다

68 thorough 철저한, 빈틈없는, 완전한

69 safeguard
지키다, 보호하다; 보호(책),

안전장치

70 necessary
필요한, 필연적인; (-s) 필수

품

71 ensure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

72 used to V ~하곤 했다, ~이었다[했다]

73 availability
유효성, 가용성, 이용 가능

성

74 attractive 매력적인, 마음을 끄는

75 infrastructure 사회[공공] 기반 시설

76 distribute
퍼뜨리다, 분배하다, 유통

하다

77 economically
경제의 측면에서, 경제적으

로

78 inexpensive 값싼, 비싸지 않은

79 remove 제거하다, 없애다, 옮기다

80 toxic
유독한, 치명적인, 중독(성)

의

81 as a result 그 결과

82 significant 상당한, 현저한, 중요한

83 call for
~을 요구[요청]하다, 데리

러 가다

84 deal with
~을 처리[해결]하다, 다루

다

85 shortage 부족, 결핍, 결함

86 over and over again 반복해서

87 conservation 보존, 보호

88 point out
지적하다, 가리키다, 밝히

다

89 imaginative 창의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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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ave ~ in mind 31 prevent

2 far from 32 damage

3 availability 33 large-scale

4 critical 34 approach

5 adequate 35 divert

6 have access to 36 diversion

7 nearly 37 short-term

8 sufficient 38 relief

9 sanitation 39 practical

10 scarce 40 widespread

11 contain 41 long-term

12 trillion 42 effect

13 fresh water 43 potentially

14 glacier 44 extract

15 be trapped in 45 particularly

16 crisis 46 domestic

17 severe 47 plant

18 deposit 48 operation

19 exhausted 49 operate

20 replace 50 suitable

21 locate 51 limit

22 suffer from 52 source

23 household 53 abundant

24 account for 54 efficient

25 inevitably 55 irrigation

26 related to 56 consume

27 overcome 57 enormous

28 solution 58 exceed

29 sophisticated 59 involve

30 supply 60 so that

영어1 YBM 한상호



SL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inefficient

62 wasteful

63 improve

64 significantly

65 reduce

66 dramatically

67 purpose

68 thorough

69 safeguard

70 necessary

71 ensure

72 used to V

73 availability

74 attractive

75 infrastructure

76 distribute

77 economically

78 inexpensive

79 remove

80 toxic

81 as a result

82 significant

83 call for

84 deal with

85 shortage

86 over and over again

87 conservation

88 point out

89 imagi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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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arge-scale 31 be trapped in

2 prevent 32 irrigation

3 suitable 33 consume

4 wasteful 34 remove

5 account for 35 thorough

6 fresh water 36 necessary

7 nearly 37 solution

8 replace 38 scarce

9 sophisticated 39 extract

10 improve 40 related to

11 have access to 41 abundant

12 damage 42 locate

13 effect 43 limit

14 call for 44 attractive

15 inevitably 45 point out

16 domestic 46 exhausted

17 sanitation 47 supply

18 plant 48 availability

19 long-term 49 trillion

20 efficient 50 deposit

21 household 51 sufficient

22 inexpensive 52 potentially

23 far from 53 approach

24 practical 54 relief

25 particularly 55 crisis

26 imaginative 56 critical

27 involve 57 severe

28 safeguard 58 diversion

29 dramatically 59 exceed

30 overcome 60 ensure

영어1 YBM 한상호



SL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대규모의 31 ~에 갇혀 있다

2 막다, 예방하다 32 관개 (시설), 물을 댐

3 적합한, 알맞은, 어울리는 33 소비하다, 섭취하다, 먹다

4
낭비적인, 비경제적인, 소

모성의
34 제거하다, 없애다, 옮기다

5
(~의 비율을) 차지하다, 설

명하다
35 철저한, 빈틈없는, 완전한

6 담수, 민물 36
필요한, 필연적인; (-s) 필수

품

7
거의, 대략, 간신히, 면밀하

게
37 해결(책), 용액

8
교체하다, 대체하다, 바꾸

다
38 부족한, 드문

9
세련된, 교양 있는, 정교한,

복잡한
39

추출(물); 추출하다, 끄집어

내다

10
향상[개선]시키다, 향상하

다
40 ~와 관련된

11 ~에 접근하다 41 아주 많은, 풍부한

12
피해, 손상, 손해; 손해를 입

히다
42

~에 위치하다, (위치를) 찾

아내다

13
결과, 영향, 효과; 초래하다,

이루다
43

한정하다, 제한하다; 한계,

제한

14
~을 요구[요청]하다, 데리

러 가다
44 매력적인, 마음을 끄는

15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45

지적하다, 가리키다, 밝히

다

16
국내의, 가정(용)의, 길들여

진
46 고갈된, 기진맥진한

17 위생 시설, (공중) 위생 47 공급하다, 주다; 공급

18
(묘목 등을) 심다; 식물, 공

장
48

유효성, 가용성, 이용 가능

성

19 장기적인 49 1조, 무수; 1조의

20
유능한, 능률적인, 효율적

인
50

저장하다, 맡기다, 침전시

키다

21 가족, 가정; 가족의, 가정의 51
충분한, 흡족한; 충분(한 수

량)

22 값싼, 비싸지 않은 52 잠재적으로, 어쩌면

23 전혀[결코] ~이 아닌 53 접근하다; 접근(법)

24 실용적인, 실제의 54
안도(감), 경감, 완화, 구호,

구제

25 특히, 상세히 55 위기, 중대 국면, 고비

26 창의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56 중요한, 비판적인

27
포함[수반]하다, 필요로 하

다, 관련시키다
57 심한, 엄격한, 힘든

28
지키다, 보호하다; 보호(책),

안전장치
58

바꾸기, 전환, 기분 전환, 오

락

29
급격히, 극적으로, 연극으

로
59 넘다, 초과하다, 초월하다

30 극복하다, (남을) 이기다 60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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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arge-scale 31 be trapped in

2 prevent 32 irrigation

3 suitable 33 consume

4 wasteful 34 remove

5 account for 35 thorough

6 담수, 민물 36
필요한, 필연적인; (-s) 필수

품

7
거의, 대략, 간신히, 면밀하

게
37 해결(책), 용액

8
교체하다, 대체하다, 바꾸

다
38 부족한, 드문

9
세련된, 교양 있는, 정교한,

복잡한
39

추출(물); 추출하다, 끄집어

내다

10
향상[개선]시키다, 향상하

다
40 ~와 관련된

11 have access to 41 abundant

12 damage 42 locate

13 effect 43 limit

14 call for 44 attractive

15 inevitably 45 point out

16
국내의, 가정(용)의, 길들여

진
46 고갈된, 기진맥진한

17 위생 시설, (공중) 위생 47 공급하다, 주다; 공급

18
(묘목 등을) 심다; 식물, 공

장
48

유효성, 가용성, 이용 가능

성

19 장기적인 49 1조, 무수; 1조의

20
유능한, 능률적인, 효율적

인
50

저장하다, 맡기다, 침전시

키다

21 household 51 sufficient

22 inexpensive 52 potentially

23 far from 53 approach

24 practical 54 relief

25 particularly 55 crisis

26 창의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56 중요한, 비판적인

27
포함[수반]하다, 필요로 하

다, 관련시키다
57 심한, 엄격한, 힘든

28
지키다, 보호하다; 보호(책),

안전장치
58

바꾸기, 전환, 기분 전환, 오

락

29
급격히, 극적으로, 연극으

로
59 넘다, 초과하다, 초월하다

30 극복하다, (남을) 이기다 60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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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arge-scale 대규모의 31 be trapped in ~에 갇혀 있다

2 prevent 막다, 예방하다 32 irrigation 관개 (시설), 물을 댐

3 suitable 적합한, 알맞은, 어울리는 33 consume 소비하다, 섭취하다, 먹다

4 wasteful
낭비적인, 비경제적인, 소

모성의
34 remove 제거하다, 없애다, 옮기다

5 account for
(~의 비율을) 차지하다, 설

명하다
35 thorough 철저한, 빈틈없는, 완전한

6 fresh water 담수, 민물 36 necessary
필요한, 필연적인; (-s) 필수

품

7 nearly
거의, 대략, 간신히, 면밀하

게
37 solution 해결(책), 용액

8 replace
교체하다, 대체하다, 바꾸

다
38 scarce 부족한, 드문

9 sophisticated
세련된, 교양 있는, 정교한,

복잡한
39 extract

추출(물); 추출하다, 끄집어

내다

10 improve
향상[개선]시키다, 향상하

다
40 related to ~와 관련된

11 have access to ~에 접근하다 41 abundant 아주 많은, 풍부한

12 damage
피해, 손상, 손해; 손해를 입

히다
42 locate

~에 위치하다, (위치를) 찾

아내다

13 effect
결과, 영향, 효과; 초래하다,

이루다
43 limit

한정하다, 제한하다; 한계,

제한

14 call for
~을 요구[요청]하다, 데리

러 가다
44 attractive 매력적인, 마음을 끄는

15 inevitably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45 point out

지적하다, 가리키다, 밝히

다

16 domestic
국내의, 가정(용)의, 길들여

진
46 exhausted 고갈된, 기진맥진한

17 sanitation 위생 시설, (공중) 위생 47 supply 공급하다, 주다; 공급

18 plant
(묘목 등을) 심다; 식물, 공

장
48 availability

유효성, 가용성, 이용 가능

성

19 long-term 장기적인 49 trillion 1조, 무수; 1조의

20 efficient
유능한, 능률적인, 효율적

인
50 deposit

저장하다, 맡기다, 침전시

키다

21 household 가족, 가정; 가족의, 가정의 51 sufficient
충분한, 흡족한; 충분(한 수

량)

22 inexpensive 값싼, 비싸지 않은 52 potentially 잠재적으로, 어쩌면

23 far from 전혀[결코] ~이 아닌 53 approach 접근하다; 접근(법)

24 practical 실용적인, 실제의 54 relief
안도(감), 경감, 완화, 구호,

구제

25 particularly 특히, 상세히 55 crisis 위기, 중대 국면, 고비

26 imaginative 창의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56 critical 중요한, 비판적인

27 involve
포함[수반]하다, 필요로 하

다, 관련시키다
57 severe 심한, 엄격한, 힘든

28 safeguard
지키다, 보호하다; 보호(책),

안전장치
58 diversion

바꾸기, 전환, 기분 전환, 오

락

29 dramatically
급격히, 극적으로, 연극으

로
59 exceed 넘다, 초과하다, 초월하다

30 overcome 극복하다, (남을) 이기다 60 ensure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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