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erve 제공하다 31 starve 굶주리다

2 side dishes
사이드 디쉬(주메뉴와 곁들

여 나오는 음식)
32 suffer (고통 등을) 겪다

3 taste 맛보다 33 nationwide 전국적인

4 recipe 조리법 34 famine 굶주림

5 inventor 발명가 35 at least 적어도

6 so-called 소위, 이른바 36 decade 10년

7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37 nutritious 영양가 있는

8 Belgian 벨기에 사람 38 once(접속사) 일단 ~ 하면, ~할 때

9 instead of ~대신에 39 supply(명사) 공급

10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40 quantity 양

11 roasted 구운 41 increase 증가하다

12 dish 음식 42 dramatically 극적으로

13 such ~ that ~ 너무 ~해서 ~하다 43 quality 품질

14 such 매우; 그러한 44 throughout (시간) 내내, (장소) 도처에

15 relatively 상대적으로 45 nutrition 영양

16 nearly 거의 46 the majority of 대다수의

17 bring A to B A를 B로 가지고 오다 47 take over ~를 점령하다

18 unfamiliar 생소한, 낯선 48 rare 드문

19 alien(형용사) 이국적인, 외국의 49 unusual 특이한

20 devil 악마 50 incident 사건

21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로 51 at long last 오랜 시간이 흐른 후

22 else 또 다른, 그 밖의 52 feed oneself
(남의 손을 빌지 않고) 스스

로 먹다

23 gradually 점차적으로 53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

24 steadily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54 thanks to ~덕분에

25 spread 퍼지다 55 escape 피하다

26 desperate 절망적인; 필사적인 56 rapidly 빠르게

27 hunger 굶주림, 기아 57 furthermore 게다가

28 common 흔한 58 indirectly 간접적으로

29 average 평균(적인) 59 lead to 이끌다, 초래하다

30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60 crop 농작물

영어1 YBM 한상호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no longer 더 이상 ~가 아닌 91 less 더 적은, 덜

62 enable 가능하게 하다 92 beetle 딱정벌레

63 manufacture 생산하다 93 carry 운반하다, 데려가다

64 population 인구 94 ship(동사) 운반하다

65 advanced 진보된, 고급의 95 steamship 증기선

66 venture into (위험을 무릅쓰고) ~하다 96 plant(동사) (식물 등을) 심다

67 colonize 식민지로 만들다 97 variety (식물, 곡물 등의) 종

68 impact 영향 98 extremely 극도로

69 entirely 전체적으로 99 vulnerable 취약한, 약한

70 positive 긍정적인 100 pest 해충

71 complicated 복잡한 101 practically 사실상, 실제로

72 excessively 지나치게, 심하게 102 defenseless 방어할 수 없는

73 dependent 의존하는 103 against ~에 대항하여

74 disease 질병 104 a series of 일련의, 연속되는

75 disastrous 처참한, 재앙의 105 attempt(명사) 시도

76 situation 상황 106 eventually 결국

77 affect 영향을 주다 107 toxic 독성의

78 wipe out (완전히) 파괴하다 108 chemical 화학적인

79 almost 거의 109 spray 뿌리다

80 worsen 악화되다 110 chemist 화학자

81 more than ~이상 111 discover 발견하다

82 million 백만의 112 substance 물질, 성분

83 flee-fled-fled 도망치다 113 effective 효율적인

84 three-quarters 4분의 3 114 agricultural 농업의

85 migrate 이주하다 115 modern 현대의

86 deadly 치명적인 116 seemingly 겉으로 보기에

87 pesticide 살충제 117 insignificant 사소한, 중요하지 않은

88 despite ~에도 불구하고 118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

89 outcome 결과 119 by Ving ~함으로써

90 perhaps 아마도 120 prepare 준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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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ground 토대

122 rise(명사) 등장; 상승

123 empire 제국

124 once(부사) 한 때, 과거에

125 shape(동사) 만들다, 형성하다

영어1 YBM 한상호



제 5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erve 31 starve

2 side dishes 32 suffer

3 taste 33 nationwide

4 recipe 34 famine

5 inventor 35 at least

6 so-called 36 decade

7 not A but B 37 nutritious

8 Belgian 38 once(접속사)

9 instead of 39 supply(명사)

10 traditionally 40 quantity

11 roasted 41 increase

12 dish 42 dramatically

13 such ~ that ~ 43 quality

14 such 44 throughout

15 relatively 45 nutrition

16 nearly 46 the majority of

17 bring A to B 47 take over

18 unfamiliar 48 rare

19 alien(형용사) 49 unusual

20 devil 50 incident

21 for this reason 51 at long last

22 else 52 feed oneself

23 gradually 53 Industrial Revolution

24 steadily 54 thanks to

25 spread 55 escape

26 desperate 56 rapidly

27 hunger 57 furthermore

28 common 58 indirectly

29 average 59 lead to

30 not only A but also B 60 crop

영어1 YBM 한상호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no longer 91 less

62 enable 92 beetle

63 manufacture 93 carry

64 population 94 ship(동사)

65 advanced 95 steamship

66 venture into 96 plant(동사)

67 colonize 97 variety

68 impact 98 extremely

69 entirely 99 vulnerable

70 positive 100 pest

71 complicated 101 practically

72 excessively 102 defenseless

73 dependent 103 against

74 disease 104 a series of

75 disastrous 105 attempt(명사)

76 situation 106 eventually

77 affect 107 toxic

78 wipe out 108 chemical

79 almost 109 spray

80 worsen 110 chemist

81 more than 111 discover

82 million 112 substance

83 flee-fled-fled 113 effective

84 three-quarters 114 agricultural

85 migrate 115 modern

86 deadly 116 seemingly

87 pesticide 117 insignificant

88 despite 118 in this case

89 outcome 119 by Ving

90 perhaps 120 prepare

영어1 YBM 한상호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ground

122 rise(명사)

123 empire

124 once(부사)

125 shape(동사)

영어1 YBM 한상호



제 5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tarve 31 inventor

2 variety 32 dramatically

3 feed oneself 33 ship(동사)

4 incident 34 nutrition

5 serve 35 affect

6 ground 36 shape(동사)

7 plant(동사) 37 alien(형용사)

8 unfamiliar 38 agricultural

9 population 39 advanced

10 wipe out 40 steadily

11 for this reason 41 side dishes

12 not only A but also B 42 perhaps

13 chemical 43 toxic

14 increase 44 crop

15 relatively 45 effective

16 extremely 46 recipe

17 disease 47 not A but B

18 defenseless 48 famine

19 desperate 49 lead to

20 bring A to B 50 venture into

21 empire 51 almost

22 take over 52 impact

23 worsen 53 nearly

24 attempt(명사) 54 flee-fled-fled

25 unusual 55 outcome

26 three-quarters 56 entirely

27 pest 57 such

28 quality 58 devil

29 pesticide 59 once(부사)

30 in this case 60 supply(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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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굶주리다 31 발명가

2 (식물, 곡물 등의) 종 32 극적으로

3
(남의 손을 빌지 않고) 스스

로 먹다
33 운반하다

4 사건 34 영양

5 제공하다 35 영향을 주다

6 토대 36 만들다, 형성하다

7 (식물 등을) 심다 37 이국적인, 외국의

8 생소한, 낯선 38 농업의

9 인구 39 진보된, 고급의

10 (완전히) 파괴하다 40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11 이런 이유로 41
사이드 디쉬(주메뉴와 곁들

여 나오는 음식)

12 A뿐만 아니라 B도 42 아마도

13 화학적인 43 독성의

14 증가하다 44 농작물

15 상대적으로 45 효율적인

16 극도로 46 조리법

17 질병 47 A가 아니라 B

18 방어할 수 없는 48 굶주림

19 절망적인; 필사적인 49 이끌다, 초래하다

20 A를 B로 가지고 오다 50 (위험을 무릅쓰고) ~하다

21 제국 51 거의

22 ~를 점령하다 52 영향

23 악화되다 53 거의

24 시도 54 도망치다

25 특이한 55 결과

26 4분의 3 56 전체적으로

27 해충 57 매우; 그러한

28 품질 58 악마

29 살충제 59 한 때, 과거에

30 이런 경우에 60 공급

영어1 YBM 한상호



제 5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tarve 31 inventor

2 variety 32 dramatically

3 feed oneself 33 ship(동사)

4 incident 34 nutrition

5 serve 35 affect

6 토대 36 만들다, 형성하다

7 (식물 등을) 심다 37 이국적인, 외국의

8 생소한, 낯선 38 농업의

9 인구 39 진보된, 고급의

10 (완전히) 파괴하다 40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11 for this reason 41 side dishes

12 not only A but also B 42 perhaps

13 chemical 43 toxic

14 increase 44 crop

15 relatively 45 effective

16 극도로 46 조리법

17 질병 47 A가 아니라 B

18 방어할 수 없는 48 굶주림

19 절망적인; 필사적인 49 이끌다, 초래하다

20 A를 B로 가지고 오다 50 (위험을 무릅쓰고) ~하다

21 empire 51 almost

22 take over 52 impact

23 worsen 53 nearly

24 attempt(명사) 54 flee-fled-fled

25 unusual 55 outcome

26 4분의 3 56 전체적으로

27 해충 57 매우; 그러한

28 품질 58 악마

29 살충제 59 한 때, 과거에

30 이런 경우에 60 공급

영어1 YBM 한상호



제 5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tarve 굶주리다 31 inventor 발명가

2 variety (식물, 곡물 등의) 종 32 dramatically 극적으로

3 feed oneself
(남의 손을 빌지 않고) 스스

로 먹다
33 ship(동사) 운반하다

4 incident 사건 34 nutrition 영양

5 serve 제공하다 35 affect 영향을 주다

6 ground 토대 36 shape(동사) 만들다, 형성하다

7 plant(동사) (식물 등을) 심다 37 alien(형용사) 이국적인, 외국의

8 unfamiliar 생소한, 낯선 38 agricultural 농업의

9 population 인구 39 advanced 진보된, 고급의

10 wipe out (완전히) 파괴하다 40 steadily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11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로 41 side dishes
사이드 디쉬(주메뉴와 곁들

여 나오는 음식)

12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42 perhaps 아마도

13 chemical 화학적인 43 toxic 독성의

14 increase 증가하다 44 crop 농작물

15 relatively 상대적으로 45 effective 효율적인

16 extremely 극도로 46 recipe 조리법

17 disease 질병 47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18 defenseless 방어할 수 없는 48 famine 굶주림

19 desperate 절망적인; 필사적인 49 lead to 이끌다, 초래하다

20 bring A to B A를 B로 가지고 오다 50 venture into (위험을 무릅쓰고) ~하다

21 empire 제국 51 almost 거의

22 take over ~를 점령하다 52 impact 영향

23 worsen 악화되다 53 nearly 거의

24 attempt(명사) 시도 54 flee-fled-fled 도망치다

25 unusual 특이한 55 outcome 결과

26 three-quarters 4분의 3 56 entirely 전체적으로

27 pest 해충 57 such 매우; 그러한

28 quality 품질 58 devil 악마

29 pesticide 살충제 59 once(부사) 한 때, 과거에

30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 60 supply(명사) 공급

영어1 YBM 한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