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inkhole
씽크홀(땅이 가라 앉아 생

기는 구멍)
31 typically 일반적으로

2 swallow 삼키다 32 occur 발생하다

3 scream out 고함을 지르다 33 beneath ~밑에

4 furnishing 가구 34 limestone 석회암

5 vanish 사라지다 35 carbonate rock 탄산염암

6 earth 땅 36 sandstone (모래) 사암

7 desperately 필사적으로 37 wear away (차츰) 닳아 없어지다

8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38 common 흔한

9 rescue 구조하다 39 seep 스며들다

10 arrive 도착하다 40 eventually 결국

11 instantly 즉시로 41 reach 도착하다, 도달하다

12 cause(동사) 야기하다, 초래하다 42 bedrock 암반

13 collapse 붕괴(되다) 43 below 밑에 있는

14 surface 표면 44 erode 침식시키다

15 vary 다양하다 45 crack (갈라진) 틈

16 entire 전체의 46 space 공간

17 ancient 고대의 47 above ~위에

18 passageway 통로 48 though 비록 ~일지라도

19 the dead 죽은 사람들 49 gradually 점진적으로

20 unlike ~와는 달리 50 process 과정, 절차

21 destructive 파괴적인 51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22 ruinous 파괴적인, 폐허가 된 52 factor 요소

23 attract 끌다 53 trigger(동사) 유발하다, 방아쇠를 당기다

24 tourist 관광객 54 water level 수위(물의 높낮이)

25 notable 주목할 만한, 유명한 55 period 기간

26 include 포함하다 56 drought 가뭄

27 form(동사) 형성하다, 만들다 57 rapid 빠른

28 spectacular (굉장히) 멋진 58 increase 증가

29 wide (좌우) 폭 59 heavy rain 폭우

30 deep (위아래) 깊이 60 add 추가하다, 더하다

영어1 YBM 한상호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dramatically 엄청나게, 극적으로 91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62 weight 무게 92 prevent 막다, 예방하다

63 bear(동사) 참다, 견디다 93 warning 경고

64 bring about 초래하다 94 lean 기울다, 기대다

65 these days 요즘 95 properly 적절하게

66 indirectly 간접적으로 96 spot(명사) 장소

67 be related to ~과 연관(관련)되어 있다 97 carelessness 부주의, 경솔

68 activity 활동 98 thorough 완전한, 철저한

69 such as ~와 같은 99 prior to ~이전에

70 mine(동사) 채굴하다 100 maintain 유지하다

71 construction 건설 101 plumbing 수도 시설

72 broken 고장이 난 102 formation 형성, 구성

73 removal 제거, 없애기 103 widespread 널리 퍼진

74 cause(명사) 원인 104 localize
(일정 지역으로) 국한시키

다

75 especially 특히 105 ignore 무시하다

76 effect 효과 106 possibility 가능성

77 in the middle of ~ 한 가운데에 107 population 인구

78 housing area 주택 지역 108 seem to V ~처럼 보이다

79 urban 도시의 109 affect 영향을 주다

80 result in ~을 초래하다, 야기하다 110 detect 감지하다

81 tragic 비극적인 111 else 또 다른, 그 밖의

82 accident 사고

83 approximately 대략

84 story (건물의) 층

85 factory 공장

86 due to ~때문에

87 tropical 열대의

88 storm 폭풍

89 leakage 누출, 새어나감

90 waste water 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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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inkhole 31 typically

2 swallow 32 occur

3 scream out 33 beneath

4 furnishing 34 limestone

5 vanish 35 carbonate rock

6 earth 36 sandstone

7 desperately 37 wear away

8 try to V 38 common

9 rescue 39 seep

10 arrive 40 eventually

11 instantly 41 reach

12 cause(동사) 42 bedrock

13 collapse 43 below

14 surface 44 erode

15 vary 45 crack

16 entire 46 space

17 ancient 47 above

18 passageway 48 though

19 the dead 49 gradually

20 unlike 50 process

21 destructive 51 happen

22 ruinous 52 factor

23 attract 53 trigger(동사)

24 tourist 54 water level

25 notable 55 period

26 include 56 drought

27 form(동사) 57 rapid

28 spectacular 58 increase

29 wide 59 heavy rain

30 deep 60 add

영어1 YBM 한상호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dramatically 91 generally speaking

62 weight 92 prevent

63 bear(동사) 93 warning

64 bring about 94 lean

65 these days 95 properly

66 indirectly 96 spot(명사)

67 be related to 97 carelessness

68 activity 98 thorough

69 such as 99 prior to

70 mine(동사) 100 maintain

71 construction 101 plumbing

72 broken 102 formation

73 removal 103 widespread

74 cause(명사) 104 localize

75 especially 105 ignore

76 effect 106 possibility

77 in the middle of 107 population

78 housing area 108 seem to V

79 urban 109 affect

80 result in 110 detect

81 tragic 111 else

82 accident

83 approximately

84 story

85 factory

86 due to

87 tropical

88 storm

89 leakage

90 waste water

영어1 YBM 한상호



제 6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ffect 31 carelessness

2 effect 32 such as

3 spectacular 33 instantly

4 common 34 maintain

5 thorough 35 desperately

6 tourist 36 deep

7 eventually 37 drought

8 period 38 mine(동사)

9 factory 39 plumbing

10 accident 40 reach

11 wear away 41 happen

12 result in 42 vanish

13 heavy rain 43 ancient

14 include 44 rapid

15 especially 45 lean

16 entire 46 be related to

17 though 47 below

18 surface 48 factor

19 form(동사) 49 gradually

20 widespread 50 process

21 unlike 51 removal

22 increase 52 cause(명사)

23 prior to 53 earth

24 arrive 54 beneath

25 carbonate rock 55 rescue

26 dramatically 56 weight

27 leakage 57 sinkhole

28 notable 58 typically

29 bedrock 59 try to V

30 activity 60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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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영향을 주다 31 부주의, 경솔

2 효과 32 ~와 같은

3 (굉장히) 멋진 33 즉시로

4 흔한 34 유지하다

5 완전한, 철저한 35 필사적으로

6 관광객 36 (위아래) 깊이

7 결국 37 가뭄

8 기간 38 채굴하다

9 공장 39 수도 시설

10 사고 40 도착하다, 도달하다

11 (차츰) 닳아 없어지다 41 일어나다, 발생하다

12 ~을 초래하다, 야기하다 42 사라지다

13 폭우 43 고대의

14 포함하다 44 빠른

15 특히 45 기울다, 기대다

16 전체의 46 ~과 연관(관련)되어 있다

17 비록 ~일지라도 47 밑에 있는

18 표면 48 요소

19 형성하다, 만들다 49 점진적으로

20 널리 퍼진 50 과정, 절차

21 ~와는 달리 51 제거, 없애기

22 증가 52 원인

23 ~이전에 53 땅

24 도착하다 54 ~밑에

25 탄산염암 55 구조하다

26 엄청나게, 극적으로 56 무게

27 누출, 새어나감 57
씽크홀(땅이 가라 앉아 생

기는 구멍)

28 주목할 만한, 유명한 58 일반적으로

29 암반 59 ~하려고 노력하다

30 활동 60 가능성

영어1 YBM 한상호



제 6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ffect 31 carelessness

2 effect 32 such as

3 spectacular 33 instantly

4 common 34 maintain

5 thorough 35 desperately

6 관광객 36 (위아래) 깊이

7 결국 37 가뭄

8 기간 38 채굴하다

9 공장 39 수도 시설

10 사고 40 도착하다, 도달하다

11 wear away 41 happen

12 result in 42 vanish

13 heavy rain 43 ancient

14 include 44 rapid

15 especially 45 lean

16 전체의 46 ~과 연관(관련)되어 있다

17 비록 ~일지라도 47 밑에 있는

18 표면 48 요소

19 형성하다, 만들다 49 점진적으로

20 널리 퍼진 50 과정, 절차

21 unlike 51 removal

22 increase 52 cause(명사)

23 prior to 53 earth

24 arrive 54 beneath

25 carbonate rock 55 rescue

26 엄청나게, 극적으로 56 무게

27 누출, 새어나감 57
씽크홀(땅이 가라 앉아 생

기는 구멍)

28 주목할 만한, 유명한 58 일반적으로

29 암반 59 ~하려고 노력하다

30 활동 60 가능성

영어1 YBM 한상호



제 6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ffect 영향을 주다 31 carelessness 부주의, 경솔

2 effect 효과 32 such as ~와 같은

3 spectacular (굉장히) 멋진 33 instantly 즉시로

4 common 흔한 34 maintain 유지하다

5 thorough 완전한, 철저한 35 desperately 필사적으로

6 tourist 관광객 36 deep (위아래) 깊이

7 eventually 결국 37 drought 가뭄

8 period 기간 38 mine(동사) 채굴하다

9 factory 공장 39 plumbing 수도 시설

10 accident 사고 40 reach 도착하다, 도달하다

11 wear away (차츰) 닳아 없어지다 41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12 result in ~을 초래하다, 야기하다 42 vanish 사라지다

13 heavy rain 폭우 43 ancient 고대의

14 include 포함하다 44 rapid 빠른

15 especially 특히 45 lean 기울다, 기대다

16 entire 전체의 46 be related to ~과 연관(관련)되어 있다

17 though 비록 ~일지라도 47 below 밑에 있는

18 surface 표면 48 factor 요소

19 form(동사) 형성하다, 만들다 49 gradually 점진적으로

20 widespread 널리 퍼진 50 process 과정, 절차

21 unlike ~와는 달리 51 removal 제거, 없애기

22 increase 증가 52 cause(명사) 원인

23 prior to ~이전에 53 earth 땅

24 arrive 도착하다 54 beneath ~밑에

25 carbonate rock 탄산염암 55 rescue 구조하다

26 dramatically 엄청나게, 극적으로 56 weight 무게

27 leakage 누출, 새어나감 57 sinkhole
씽크홀(땅이 가라 앉아 생

기는 구멍)

28 notable 주목할 만한, 유명한 58 typically 일반적으로

29 bedrock 암반 59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30 activity 활동 60 possibility 가능성

영어1 YBM 한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