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miner 광부 31 alive 살아 있는, 생존해 있는

2 bury 묻다, 매장하다 32 hope 희망, 희망[기대]하다

3 mine 광산, (광물질을) 채굴하다 33 spark 불러일으키다, 유발하다

4 lock in 가두다, 감금하다 34 celebration 축하, 기념행사

5 give up 포기하다 35 light 빛

6 engineering 공학기술 36 nationwide 국가 전역에, 전국적으로

7 rescue 구조하다, 구하다 37 reach ~에 닿다, 도달하다

8 triumph 성공, 업적 38 charge
1. (요금·값을) 청구하다 2.

충전하다 3. 기소하다

9 victory 승리 39 lucky 운이 좋은

10 faith 믿음[신뢰] 40 fresh 신선한

11 surrender to ~에 항복하다, 굴복하다 41 head lamp 헤드램프(전조등)

12 despair 절망 42 operational
사용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13 dig for
~을 찾아 땅을 파다, ~을

캐다
43 critical 대단히 중요한, 중대한

14 copper 구리, 동 44 issue (걱정거리가 되는) 문제

15 vibration 진동 45 live on ...으로 먹고 살다

16 explosion 폭발 46 spoonful
한 숟가락[스푼] (가득한

양)

17 fill up with ~로 가득 차다 47 tuna 참치

18 massive 거대한 48 mouthful (음식) 한 입, 한 모금

19 nearby
근처의, 인근의, 근처에, 인

근에, 가까이에
49 bit 조금, 한 조각

20 break off 분리되다, 갈라지다 50 bite 한 입(베어 문 조각)

21 initial 처음의, 초기의 51 shelter
1. 주거지 2. 대피처[피신

처] 3. 쉼터; 보호소

22 collapse
붕괴, 와해, 붕괴하다, 붕괴

되다, 무너지다
52 factor 요인, 요소

23 fate 운명 53 bother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

24 increasingly 점점 더 54 severely 심하게, 혹독하게

25 uncertain 확신이 없는 55 humidity 습도

26 survive 살아남다 56 heat 열

27 exploratory 탐사의 57 lose
1. (체중을) 줄이다, 빼다 2.

잃다, 분실하다 3. 지다

28 drill (드릴로) 구멍을 뚫다 58 average 평균, 보통의

29 capture
(사진이나 글로 감정, 분위

기 등을) 포착하다
59 unite 연합하다, 단결하다

30 say ~라고 쓰여 있다 60 organize ... into ~ ...를 ~로 조직하다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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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have one[a] vote 투표권[선거권]을 가지다 91 anthem 송가, 축가

62 break down 무너지다, 와해되다 92 national anthem (나라의 상징곡) 국가

63 society 사회 93 thousands of 수천의, 무수한

64 social 사회적인 94 joyous 아주 기뻐하는

65 structure 구조 95 involve 연루시키다

66 religious 종교적인 96 operation 작업, 작전

67 morale 사기, 의욕 97 heroic 영웅적 행동(행위)

68 medical 의료[의학]의 98 humanity 인간애

69 create 만들어내다 99 navy 해군

70 enough ~할 만큼(충분히) 100 collaboration 공동작업(연구)

71 lift 들어 올리다 101 in collaboration with ...와 협력[공동, 제휴]하여

72 drill through~ ~을 뚫다 102 room 공간

73 capsule 작은 플라스틱 용기, 캡슐 103 device 장치(기구)

74 process 과정, 절차 104 adult 성인, 어른

75 together with ~을 포함하여, ~에 덧붙여 105 male 남성

76 gather (사람들이) 모이다 106 look like ~인 것처럼 보이다

77 downward 아래쪽으로 107 nearly 거의

78 greet 맞다, 환영하다 108 mobilize (사람들을) 동원하다

79 surface 지면, 표면 109 be equipped with ~를 갖추고 있다

80 enthusiastically 열광적으로 110 speak to ~와 이야기하다

81 raise
1. 들어 올리다 2. 일으키다

3. 올리다 4. 키우다
111 breathe 호흡하다, 숨을 쉬다

82 relief 안도, 안심 112 emergency 비상 (사태)

83 with relief 안도하며, 안심하여 113 get stuck 꼼짝 못하게 되다

84 right away 즉시, 곧바로 114 lower 내리다, 낮추다

85 trap 가두다 115 bottom 맨 아래, 바닥

86 priority 우선 사항 116 thanks to ~덕분에

87 major 큰, 중대한 117 put an end to ~를 끝내다

88 useless 소용없는, 쓸모없는 118 result in
(결과적으로) ~을 낳다[야

기하다]

89 democratic 민주적인 119 step out of ~밖으로 나가다

90 underground 지하에 있는 120 organized 조직화된, 조직적인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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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share in ~을 함께 나누다

122 loved on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연인,

가족, 친척 등)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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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miner 31 alive

2 bury 32 hope

3 mine 33 spark

4 lock in 34 celebration

5 give up 35 light

6 engineering 36 nationwide

7 rescue 37 reach

8 triumph 38 charge

9 victory 39 lucky

10 faith 40 fresh

11 surrender to 41 head lamp

12 despair 42 operational

13 dig for 43 critical

14 copper 44 issue

15 vibration 45 live on

16 explosion 46 spoonful

17 fill up with 47 tuna

18 massive 48 mouthful

19 nearby 49 bit

20 break off 50 bite

21 initial 51 shelter

22 collapse 52 factor

23 fate 53 bother

24 increasingly 54 severely

25 uncertain 55 humidity

26 survive 56 heat

27 exploratory 57 lose

28 drill 58 average

29 capture 59 unite

30 say 60 organize ... into ~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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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have one[a] vote 91 anthem

62 break down 92 national anthem

63 society 93 thousands of

64 social 94 joyous

65 structure 95 involve

66 religious 96 operation

67 morale 97 heroic

68 medical 98 humanity

69 create 99 navy

70 enough 100 collaboration

71 lift 101 in collaboration with

72 drill through~ 102 room

73 capsule 103 device

74 process 104 adult

75 together with 105 male

76 gather 106 look like

77 downward 107 nearly

78 greet 108 mobilize

79 surface 109 be equipped with

80 enthusiastically 110 speak to

81 raise 111 breathe

82 relief 112 emergency

83 with relief 113 get stuck

84 right away 114 lower

85 trap 115 bottom

86 priority 116 thanks to

87 major 117 put an end to

88 useless 118 result in

89 democratic 119 step out of

90 underground 120 organized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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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share in

122 loved on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5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xploratory 31 break off

2 be equipped with 32 mobilize

3 tuna 33 gather

4 major 34 heroic

5 medical 35 issue

6 operation 36 organized

7 bit 37 result in

8 lift 38 head lamp

9 live on 39 speak to

10 humidity 40 charge

11 adult 41 fresh

12 bottom 42 national anthem

13 unite 43 surface

14 explosion 44 massive

15 relief 45 critical

16 collapse 46 step out of

17 joyous 47 miner

18 reach 48 lucky

19 hope 49 uncertain

20 room 50 lock in

21 collaboration 51 bite

22 break down 52 bury

23 say 53 rescue

24 underground 54 shelter

25 democratic 55 share in

26 operational 56 capsule

27 navy 57 create

28 spoonful 58 social

29 drill 59 nationwide

30 involve 60 put an end to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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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탐사의 31 분리되다, 갈라지다

2 ~를 갖추고 있다 32 (사람들을) 동원하다

3 참치 33 (사람들이) 모이다

4 큰, 중대한 34 영웅적 행동(행위)

5 의료[의학]의 35 (걱정거리가 되는) 문제

6 작업, 작전 36 조직화된, 조직적인

7 조금, 한 조각 37
(결과적으로) ~을 낳다[야

기하다]

8 들어 올리다 38 헤드램프(전조등)

9 ...으로 먹고 살다 39 ~와 이야기하다

10 습도 40
1. (요금·값을) 청구하다 2.

충전하다 3. 기소하다

11 성인, 어른 41 신선한

12 맨 아래, 바닥 42 (나라의 상징곡) 국가

13 연합하다, 단결하다 43 지면, 표면

14 폭발 44 거대한

15 안도, 안심 45 대단히 중요한, 중대한

16
붕괴, 와해, 붕괴하다, 붕괴

되다, 무너지다
46 ~밖으로 나가다

17 아주 기뻐하는 47 광부

18 ~에 닿다, 도달하다 48 운이 좋은

19 희망, 희망[기대]하다 49 확신이 없는

20 공간 50 가두다, 감금하다

21 공동작업(연구) 51 한 입(베어 문 조각)

22 무너지다, 와해되다 52 묻다, 매장하다

23 ~라고 쓰여 있다 53 구조하다, 구하다

24 지하에 있는 54
1. 주거지 2. 대피처[피신

처] 3. 쉼터; 보호소

25 민주적인 55 ~을 함께 나누다

26
사용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56 작은 플라스틱 용기, 캡슐

27 해군 57 만들어내다

28
한 숟가락[스푼] (가득한

양)
58 사회적인

29 (드릴로) 구멍을 뚫다 59 국가 전역에, 전국적으로

30 연루시키다 60 ~를 끝내다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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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xploratory 31 break off

2 be equipped with 32 mobilize

3 tuna 33 gather

4 major 34 heroic

5 medical 35 issue

6 작업, 작전 36 조직화된, 조직적인

7 조금, 한 조각 37
(결과적으로) ~을 낳다[야

기하다]

8 들어 올리다 38 헤드램프(전조등)

9 ...으로 먹고 살다 39 ~와 이야기하다

10 습도 40
1. (요금·값을) 청구하다 2.

충전하다 3. 기소하다

11 adult 41 fresh

12 bottom 42 national anthem

13 unite 43 surface

14 explosion 44 massive

15 relief 45 critical

16
붕괴, 와해, 붕괴하다, 붕괴

되다, 무너지다
46 ~밖으로 나가다

17 아주 기뻐하는 47 광부

18 ~에 닿다, 도달하다 48 운이 좋은

19 희망, 희망[기대]하다 49 확신이 없는

20 공간 50 가두다, 감금하다

21 collaboration 51 bite

22 break down 52 bury

23 say 53 rescue

24 underground 54 shelter

25 democratic 55 share in

26
사용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56 작은 플라스틱 용기, 캡슐

27 해군 57 만들어내다

28
한 숟가락[스푼] (가득한

양)
58 사회적인

29 (드릴로) 구멍을 뚫다 59 국가 전역에, 전국적으로

30 연루시키다 60 ~를 끝내다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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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xploratory 탐사의 31 break off 분리되다, 갈라지다

2 be equipped with ~를 갖추고 있다 32 mobilize (사람들을) 동원하다

3 tuna 참치 33 gather (사람들이) 모이다

4 major 큰, 중대한 34 heroic 영웅적 행동(행위)

5 medical 의료[의학]의 35 issue (걱정거리가 되는) 문제

6 operation 작업, 작전 36 organized 조직화된, 조직적인

7 bit 조금, 한 조각 37 result in
(결과적으로) ~을 낳다[야

기하다]

8 lift 들어 올리다 38 head lamp 헤드램프(전조등)

9 live on ...으로 먹고 살다 39 speak to ~와 이야기하다

10 humidity 습도 40 charge
1. (요금·값을) 청구하다 2.

충전하다 3. 기소하다

11 adult 성인, 어른 41 fresh 신선한

12 bottom 맨 아래, 바닥 42 national anthem (나라의 상징곡) 국가

13 unite 연합하다, 단결하다 43 surface 지면, 표면

14 explosion 폭발 44 massive 거대한

15 relief 안도, 안심 45 critical 대단히 중요한, 중대한

16 collapse
붕괴, 와해, 붕괴하다, 붕괴

되다, 무너지다
46 step out of ~밖으로 나가다

17 joyous 아주 기뻐하는 47 miner 광부

18 reach ~에 닿다, 도달하다 48 lucky 운이 좋은

19 hope 희망, 희망[기대]하다 49 uncertain 확신이 없는

20 room 공간 50 lock in 가두다, 감금하다

21 collaboration 공동작업(연구) 51 bite 한 입(베어 문 조각)

22 break down 무너지다, 와해되다 52 bury 묻다, 매장하다

23 say ~라고 쓰여 있다 53 rescue 구조하다, 구하다

24 underground 지하에 있는 54 shelter
1. 주거지 2. 대피처[피신

처] 3. 쉼터; 보호소

25 democratic 민주적인 55 share in ~을 함께 나누다

26 operational
사용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56 capsule 작은 플라스틱 용기, 캡슐

27 navy 해군 57 create 만들어내다

28 spoonful
한 숟가락[스푼] (가득한

양)
58 social 사회적인

29 drill (드릴로) 구멍을 뚫다 59 nationwide 국가 전역에, 전국적으로

30 involve 연루시키다 60 put an end to ~를 끝내다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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