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growing 늘어나는, 증가하는 31 confident 자신감 있는

2 venture 벤처, 투기적 사업 32 gain 얻다

3 lead 이끌다 33 courage 용기

4 define 정의하다 34 confidence 자신감

5 success 성공 35 be able to V ~할 수 있다

6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36 overcome 극복하다

7 achieve 성취하다 37 trouble 어려움, 문제

8 the following 다음의 38 from then on 그때부터

9 entrepreneur 기업가 39 female 여성의

10 matter 중요하다 40 rare 드문

11 address 다루다 41 carve out 만들어내다, 개척하다

12 challenge 어려운 과제, 임무 42 space 자리, 공간

13 positive 긍정적인 43 mobility 이동성

14 zone 지역, 구역 44 provide 제공하다

15 poverty 빈곤 45 along with ~와 함께, ~와 더불어

16 crowded 붐비는, 복잡한 46 support 지원, 후원

17
with N V-ing(분사구
문)

N이 V하면서 47 activity 활동

18 seed 씨앗 48 opportunity 기회

19 slum 빈민가 49 economic 경제적인

20 only 유일한 50 independence 독립

21 breadwinner 생계비를 버는 사람 51 allow O to V O가 V하게 하다(허용하다)

22
couldn't have been
happier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이

다.
52 reclaim 되찾다

23 now that ~이므로 53 public 공공의

24 rickshaw 인력거 54 sphere 영역

25 hopeful 기대하는, 희망하는 55 founder 설립자

26 double 두 배가 되게 하다 56 overwhelming 압도적인

27 income 수입 57 amazing 놀라운

28 electric 전기의 58 passion 열정

29 community 공동체, 지역사회 59 join ~에 참가하다

30 volunteer 자원봉사자 60 stereotype 고정관념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take on ~을 받아들이다, 떠맡다 91 organization 단체, 조칙

62 challenge 도전 92 identify 알아내다, 확인하다

63 so ~ that ... 너무나 ~해서 ...하다 93 issue 문제, 쟁점

64 contribute to ~에 기여하다 94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65 somehow 웬일인지, 어떻게든 해서 95 founded 설립된

66 assume 생각하다, 가정하다 96 headquarters 본부

67 even though 비록 ~일지라도 97 development 개발

68 on one's way to ~로 가는 길에 98 dedicated to ~에 헌신하는

69 look into ~을 들여다보다 99 poverty 빈곤

70 things 상황 100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71 care about ~에 대해 염려하다 101 aim to V ~하는 데 목표를 두다

72 in need 도움이 필요한 102 various 다양한

73 come up with ~을 생각해 내다 103 opportunity 기회

74 solution 해결책 104 humanitarian 인도적인

75 empower ~에게 권한을 주다 105 deliver 전달하다

76 get O to V O가 V하게 하다 106 emergency aid 응급 도움

77 realize 깨닫다 107 affect ~에 영향을 미치다

78 potential 잠재력 108 natural disaster 자연 재해

79 step 발걸음 109 lack 부족, 결핍

80 worldly 세속적인 110 health care 의료 서비스

81 perspective 관점 111 offer 제공하다

82 inspire 격려하다, 영감을 주다 112 assistance 도움

83 generation 세대 113 in need 도움이 필요한

84 truly 사실 114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

85 take initiative 솔선하다 115 race 인종

86 improve 개선하다 116 religion 종교

87 society 사회 117 gender 성

88 global 세계의 118 Danish 덴마크의

89 more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 더 119 refugee 난민

90 non-governmental 비정부의 120 council 위원회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provide 제공하다 151 right 권리

122 shelter 피난처 152 receive ~을 받다

123 financial 재정적인 153 alongside ~와 함께, ~와 더불어

124 conflict zone 분쟁지역 154 child rights activist 아동 권익 운동가

125 native 원주민 155 stand up for 옹호하다, 변호하다

126 protect 보호하다 156 publish 출판하다

127 region 지역 157 inspire 영감을 불어넣다

128 outstanding 뛰어난

129 biological 생물학적

130 diversity 다양성

131
women's rights
activist

여권 운동가

132 located in ~에 위치한

133 valley 계곡

134 speak out for ~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다

135 education 교육

136 attack 공격하다

137 give a speech 연설을 하다

138 titled ~라는 제목의

139 dare 감히 ~하다

140 take away 빼앗다

141 basic right 기본권

142 threat 위협

143 deny A B (4형식)
A에게 B를 허용하지 않다

(주지 않다)

144 be shot 총격을 당하다

145 survive 살아남다

146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147 courage 용기

148 refuse to V ~하기를 거부하다

149 silence 침묵하게 하다

150 continuing 지속적인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6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growing 31 confident

2 venture 32 gain

3 lead 33 courage

4 define 34 confidence

5 success 35 be able to V

6 not only A but also B 36 overcome

7 achieve 37 trouble

8 the following 38 from then on

9 entrepreneur 39 female

10 matter 40 rare

11 address 41 carve out

12 challenge 42 space

13 positive 43 mobility

14 zone 44 provide

15 poverty 45 along with

16 crowded 46 support

17
with N V-ing(분사구
문)

47 activity

18 seed 48 opportunity

19 slum 49 economic

20 only 50 independence

21 breadwinner 51 allow O to V

22
couldn't have been
happier

52 reclaim

23 now that 53 public

24 rickshaw 54 sphere

25 hopeful 55 founder

26 double 56 overwhelming

27 income 57 amazing

28 electric 58 passion

29 community 59 join

30 volunteer 60 stereotype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take on 91 organization

62 challenge 92 identify

63 so ~ that ... 93 issue

64 contribute to 94 deal with

65 somehow 95 founded

66 assume 96 headquarters

67 even though 97 development

68 on one's way to 98 dedicated to

69 look into 99 poverty

70 things 100 the poor

71 care about 101 aim to V

72 in need 102 various

73 come up with 103 opportunity

74 solution 104 humanitarian

75 empower 105 deliver

76 get O to V 106 emergency aid

77 realize 107 affect

78 potential 108 natural disaster

79 step 109 lack

80 worldly 110 health care

81 perspective 111 offer

82 inspire 112 assistance

83 generation 113 in need

84 truly 114 regardless of

85 take initiative 115 race

86 improve 116 religion

87 society 117 gender

88 global 118 Danish

89 more than ever 119 refugee

90 non-governmental 120 council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provide 151 right

122 shelter 152 receive

123 financial 153 alongside

124 conflict zone 154 child rights activist

125 native 155 stand up for

126 protect 156 publish

127 region 157 inspire

128 outstanding

129 biological

130 diversity

131
women's rights
activist

132 located in

133 valley

134 speak out for

135 education

136 attack

137 give a speech

138 titled

139 dare

140 take away

141 basic right

142 threat

143 deny A B (4형식)

144 be shot

145 survive

146 internationally

147 courage

148 refuse to V

149 silence

150 continuing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6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on-governmental 31 volunteer

2 assume 32 venture

3 poverty 33 challenge

4 provide 34 mobility

5 realize 35 courage

6 be able to V 36 slum

7 economic 37 deliver

8 founder 38 confident

9 speak out for 39 electric

10 humanitarian 40 biological

11 worldly 41 not only A but also B

12 double 42 take on

13 protect 43 perspective

14 breadwinner 44 address

15 get O to V 45 contribute to

16 challenge 46 issue

17 right 47 receive

18 truly 48 stand up for

19 only 49 publish

20 identify 50 global

21
women's rights
activist

51 provide

22 empower 52 come up with

23 organization 53 take initiative

24 overcome 54 potential

25 gender 55 support

26 carve out 56 take away

27 give a speech 57 overwhelming

28 attack 58 confidence

29 natural disaster 59 deal with

30 so ~ that ... 60 crowded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6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비정부의 31 자원봉사자

2 생각하다, 가정하다 32 벤처, 투기적 사업

3 빈곤 33 어려운 과제, 임무

4 제공하다 34 이동성

5 깨닫다 35 용기

6 ~할 수 있다 36 빈민가

7 경제적인 37 전달하다

8 설립자 38 자신감 있는

9 ~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다 39 전기의

10 인도적인 40 생물학적

11 세속적인 41 A뿐만 아니라 B도

12 두 배가 되게 하다 42 ~을 받아들이다, 떠맡다

13 보호하다 43 관점

14 생계비를 버는 사람 44 다루다

15 O가 V하게 하다 45 ~에 기여하다

16 도전 46 문제, 쟁점

17 권리 47 ~을 받다

18 사실 48 옹호하다, 변호하다

19 유일한 49 출판하다

20 알아내다, 확인하다 50 세계의

21 여권 운동가 51 제공하다

22 ~에게 권한을 주다 52 ~을 생각해 내다

23 단체, 조칙 53 솔선하다

24 극복하다 54 잠재력

25 성 55 지원, 후원

26 만들어내다, 개척하다 56 빼앗다

27 연설을 하다 57 압도적인

28 공격하다 58 자신감

29 자연 재해 59 다루다, 처리하다

30 너무나 ~해서 ...하다 60 붐비는, 복잡한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6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on-governmental 31 volunteer

2 assume 32 venture

3 poverty 33 challenge

4 provide 34 mobility

5 realize 35 courage

6 ~할 수 있다 36 빈민가

7 경제적인 37 전달하다

8 설립자 38 자신감 있는

9 ~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다 39 전기의

10 인도적인 40 생물학적

11 worldly 41 not only A but also B

12 double 42 take on

13 protect 43 perspective

14 breadwinner 44 address

15 get O to V 45 contribute to

16 도전 46 문제, 쟁점

17 권리 47 ~을 받다

18 사실 48 옹호하다, 변호하다

19 유일한 49 출판하다

20 알아내다, 확인하다 50 세계의

21
women's rights
activist

51 provide

22 empower 52 come up with

23 organization 53 take initiative

24 overcome 54 potential

25 gender 55 support

26 만들어내다, 개척하다 56 빼앗다

27 연설을 하다 57 압도적인

28 공격하다 58 자신감

29 자연 재해 59 다루다, 처리하다

30 너무나 ~해서 ...하다 60 붐비는, 복잡한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제 6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on-governmental 비정부의 31 volunteer 자원봉사자

2 assume 생각하다, 가정하다 32 venture 벤처, 투기적 사업

3 poverty 빈곤 33 challenge 어려운 과제, 임무

4 provide 제공하다 34 mobility 이동성

5 realize 깨닫다 35 courage 용기

6 be able to V ~할 수 있다 36 slum 빈민가

7 economic 경제적인 37 deliver 전달하다

8 founder 설립자 38 confident 자신감 있는

9 speak out for ~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다 39 electric 전기의

10 humanitarian 인도적인 40 biological 생물학적

11 worldly 세속적인 41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12 double 두 배가 되게 하다 42 take on ~을 받아들이다, 떠맡다

13 protect 보호하다 43 perspective 관점

14 breadwinner 생계비를 버는 사람 44 address 다루다

15 get O to V O가 V하게 하다 45 contribute to ~에 기여하다

16 challenge 도전 46 issue 문제, 쟁점

17 right 권리 47 receive ~을 받다

18 truly 사실 48 stand up for 옹호하다, 변호하다

19 only 유일한 49 publish 출판하다

20 identify 알아내다, 확인하다 50 global 세계의

21
women's rights
activist

여권 운동가 51 provide 제공하다

22 empower ~에게 권한을 주다 52 come up with ~을 생각해 내다

23 organization 단체, 조칙 53 take initiative 솔선하다

24 overcome 극복하다 54 potential 잠재력

25 gender 성 55 support 지원, 후원

26 carve out 만들어내다, 개척하다 56 take away 빼앗다

27 give a speech 연설을 하다 57 overwhelming 압도적인

28 attack 공격하다 58 confidence 자신감

29 natural disaster 자연 재해 59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30 so ~ that ... 너무나 ~해서 ...하다 60 crowded 붐비는, 복잡한

영어 1 지학사 (민찬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