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pacecraft 우주선 31 onw-way trip 편도

2 land(동사) ~을 착륙시키다 32 astronaut 우주 비행사

3 serious 중요한; 심각한 33 additional 추가적인

4 consider 생각하다, 고려하다 34 crew (탈 것에) 타고 있는 사람

5 Mars (행성) 화성 35 every two years 2년마다

6 delay 지연, 연기 36 form(동사) 형성하다, 만들다

7 several 몇몇의 37 colony 식민지

8 decade 10년 38 if ~인지 아닌지

9 involve 포함하다 39 oxygen 산소

10 industrialize 산업화 하다 40 vital 필수적인

11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41 ingredient 성분, 재료

12 progress 진보 42 confirm 확인하다

13 remain 남아있다 43 Antarctic 남극

14 more than ~이상 44 to this day 오늘날까지

15 require 요구하다 45 Martian 화성의

16 equip 장착하다, 갖추다 46 polar 극

17 extremely 극도로 47 ice cap 만년설

18 purpose 목적 48 effective 효율적인

19 generation 세대 49 apply 사용하다, 적용하다

20 round trip 왕복 50 management 관리

21 it takes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51 dirt 흙

22 planet 행성 52 complex 복잡한

23 orbit 궤도 53 in addition to ~외에도

24 at least 적어도 54 recover 회복하다

25 fuel 연료 55 quality 질; 특징

26 extended 길어진, 늘어난 56 gravity 중력

27 journey 여행 57 overcome 극복하다

28 get around 해결하다, 처리하다 58 therefore 그래서, 그러므로

29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59 three-dimensional 3차원의

30 launch 발사하다 60 protein 단백질

영어 1 YBM (박준언)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arbohydrate 탄수화물 91 radiation 방사선

62 various 다양한 92 magnetic field 자기장

63 source 원천 93 expose 노출시키다

64 such as ~와 같은 94 so far 지금까지

65 predict 예측하다 95 space vehicle 우주선

66 fancy 화려한 96 material 재료, 물질

67 nutritious 영양가 있는 97 shelter 피난처

68 meal 식사 98 beneath ~밑에

69 be used to V ~하는데 사용되다 99 enormous 엄청난

70 waste 배설물 100 reasonable 합리적인, 적당한

71 recycle 재활용하다 101 expert 전문가

72 provide 제공하다 102 mention 언급하다

73 nutrient 영양분 103 exploration 탐험, 탐사

74 sufficient 충분한 104 practical 실용적인

75 amount 양 105 destiny 운명

76 convert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106 race 인종

77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107 political 정치적인

78 drag 끌다 108 stimulate 자극하다

79 fluid 액체 109 industry 산업

80 downwards 아래쪽으로 110 draw 끌다

81 compensate for 보완하다, 상쇄시키다 111 career 직업, 경력

82 weightlessness 무중력 상태 112 engineering (학문) 공학

83 weaken 약하게하다 113 collaboration 협력

84 muscle 근육 114 standing 위상

85 artificial 인공적인 115 increasingly 점차적으로

86 spinning device 회전 장치 116 exhausted 고갈된

87 similar 비슷한 117 consume 소비하다, 먹다

88 measure(명사) 조치, 수단 118 available 이용가능한

89 threat 위협 119 presence 존재

90 cosmic 우주의 120 humanity 인류

영어 1 YBM (박준언)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measure(동사) 측정하다

122 concern(명사) 관심; 걱정

123 that is why 그래서

124 passion 열정

125 appeal(동사) 호소하다

영어 1 YBM (박준언)



제 6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pacecraft 31 onw-way trip

2 land(동사) 32 astronaut

3 serious 33 additional

4 consider 34 crew

5 Mars 35 every two years

6 delay 36 form(동사)

7 several 37 colony

8 decade 38 if

9 involve 39 oxygen

10 industrialize 40 vital

11 participate in 41 ingredient

12 progress 42 confirm

13 remain 43 Antarctic

14 more than 44 to this day

15 require 45 Martian

16 equip 46 polar

17 extremely 47 ice cap

18 purpose 48 effective

19 generation 49 apply

20 round trip 50 management

21 it takes 51 dirt

22 planet 52 complex

23 orbit 53 in addition to

24 at least 54 recover

25 fuel 55 quality

26 extended 56 gravity

27 journey 57 overcome

28 get around 58 therefore

29 come up with 59 three-dimensional

30 launch 60 protein

영어 1 YBM (박준언)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carbohydrate 91 radiation

62 various 92 magnetic field

63 source 93 expose

64 such as 94 so far

65 predict 95 space vehicle

66 fancy 96 material

67 nutritious 97 shelter

68 meal 98 beneath

69 be used to V 99 enormous

70 waste 100 reasonable

71 recycle 101 expert

72 provide 102 mention

73 nutrient 103 exploration

74 sufficient 104 practical

75 amount 105 destiny

76 convert A into b 106 race

77 carbon dioxide 107 political

78 drag 108 stimulate

79 fluid 109 industry

80 downwards 110 draw

81 compensate for 111 career

82 weightlessness 112 engineering

83 weaken 113 collaboration

84 muscle 114 standing

85 artificial 115 increasingly

86 spinning device 116 exhausted

87 similar 117 consume

88 measure(명사) 118 available

89 threat 119 presence

90 cosmic 120 humanity

영어 1 YBM (박준언)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measure(동사)

122 concern(명사)

123 that is why

124 passion

125 appeal(동사)

영어 1 YBM (박준언)



제 6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arbohydrate 31 artificial

2 beneath 32 carbon dioxide

3 industrialize 33 nutrient

4 overcome 34 presence

5 industry 35 come up with

6 generation 36 increasingly

7 management 37 launch

8 effective 38 polar

9 compensate for 39 appeal(동사)

10 provide 40 predict

11 shelter 41 ingredient

12 waste 42 mention

13 confirm 43 consider

14 so far 44 every two years

15 available 45 career

16 meal 46 exhausted

17 equip 47 several

18 ice cap 48 concern(명사)

19 radiation 49 involve

20 dirt 50 standing

21 muscle 51 vital

22 measure(명사) 52 therefore

23 weightlessness 53 practical

24 amount 54 if

25 spinning device 55 recycle

26 gravity 56 such as

27 various 57 Martian

28 weaken 58 colony

29 humanity 59 similar

30 reasonable 60 decade

영어 1 YBM (박준언)



제 6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탄수화물 31 인공적인

2 ~밑에 32 이산화탄소

3 산업화 하다 33 영양분

4 극복하다 34 존재

5 산업 35 생각해내다

6 세대 36 점차적으로

7 관리 37 발사하다

8 효율적인 38 극

9 보완하다, 상쇄시키다 39 호소하다

10 제공하다 40 예측하다

11 피난처 41 성분, 재료

12 배설물 42 언급하다

13 확인하다 43 생각하다, 고려하다

14 지금까지 44 2년마다

15 이용가능한 45 직업, 경력

16 식사 46 고갈된

17 장착하다, 갖추다 47 몇몇의

18 만년설 48 관심; 걱정

19 방사선 49 포함하다

20 흙 50 위상

21 근육 51 필수적인

22 조치, 수단 52 그래서, 그러므로

23 무중력 상태 53 실용적인

24 양 54 ~인지 아닌지

25 회전 장치 55 재활용하다

26 중력 56 ~와 같은

27 다양한 57 화성의

28 약하게하다 58 식민지

29 인류 59 비슷한

30 합리적인, 적당한 60 10년

영어 1 YBM (박준언)



제 6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arbohydrate 31 artificial

2 beneath 32 carbon dioxide

3 industrialize 33 nutrient

4 overcome 34 presence

5 industry 35 come up with

6 세대 36 점차적으로

7 관리 37 발사하다

8 효율적인 38 극

9 보완하다, 상쇄시키다 39 호소하다

10 제공하다 40 예측하다

11 shelter 41 ingredient

12 waste 42 mention

13 confirm 43 consider

14 so far 44 every two years

15 available 45 career

16 식사 46 고갈된

17 장착하다, 갖추다 47 몇몇의

18 만년설 48 관심; 걱정

19 방사선 49 포함하다

20 흙 50 위상

21 muscle 51 vital

22 measure(명사) 52 therefore

23 weightlessness 53 practical

24 amount 54 if

25 spinning device 55 recycle

26 중력 56 ~와 같은

27 다양한 57 화성의

28 약하게하다 58 식민지

29 인류 59 비슷한

30 합리적인, 적당한 60 10년

영어 1 YBM (박준언)



제 6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arbohydrate 탄수화물 31 artificial 인공적인

2 beneath ~밑에 32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3 industrialize 산업화 하다 33 nutrient 영양분

4 overcome 극복하다 34 presence 존재

5 industry 산업 35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6 generation 세대 36 increasingly 점차적으로

7 management 관리 37 launch 발사하다

8 effective 효율적인 38 polar 극

9 compensate for 보완하다, 상쇄시키다 39 appeal(동사) 호소하다

10 provide 제공하다 40 predict 예측하다

11 shelter 피난처 41 ingredient 성분, 재료

12 waste 배설물 42 mention 언급하다

13 confirm 확인하다 43 consider 생각하다, 고려하다

14 so far 지금까지 44 every two years 2년마다

15 available 이용가능한 45 career 직업, 경력

16 meal 식사 46 exhausted 고갈된

17 equip 장착하다, 갖추다 47 several 몇몇의

18 ice cap 만년설 48 concern(명사) 관심; 걱정

19 radiation 방사선 49 involve 포함하다

20 dirt 흙 50 standing 위상

21 muscle 근육 51 vital 필수적인

22 measure(명사) 조치, 수단 52 therefore 그래서, 그러므로

23 weightlessness 무중력 상태 53 practical 실용적인

24 amount 양 54 if ~인지 아닌지

25 spinning device 회전 장치 55 recycle 재활용하다

26 gravity 중력 56 such as ~와 같은

27 various 다양한 57 Martian 화성의

28 weaken 약하게하다 58 colony 식민지

29 humanity 인류 59 similar 비슷한

30 reasonable 합리적인, 적당한 60 decade 10년

영어 1 YBM (박준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