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evel 수준, 높이, 정도 31 currently 현재, 지금

2 sea level 해수면 32 billion 10 억

3 recently 최근에 33 chance 가능성

4 common 흔한, 빈번한 34 appliance (가정용) 기기, 전기제품

5 phenomena
현상(phenomenon의 복수

형태)
35 efficiently 효율적으로

6 primarily 주로 36 cut down on
~(무엇의 크기·양· 수를) 줄

이다

7 fossil 화석 37 none of
명사 …중 아무(것)도 …않

다

8 fossil fuel 화석연료 38 get close to ~에 가까워지다

9 carbon 탄소 39 majority 다수

10 atmosphere 대기 40 produce 생산하다

11 avoid 피하다 41 such as ~와 같은

12 emission 방출, 배출 42 allow A to B A가 B 하도록 허용하다

13 up to ~ ~까지 43 affordable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적

당한

14 eliminate 제거하다 44 reliable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15 entirely 전적으로, 완전히 45
so long as(= as long
as)

~이기만[하기만] 하면

16 by the end of ~의 끝 무렵에 46 dependable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17 challenge 도전, 어려운 일 47 still 가만히 있는, 고요한

18 reduce 줄이다 48 in short 요약하면, 요컨대

19 turn to ~ ~에 의지하다 49 polio 소아마비

20 equation 방정식, 등식 50 by chance 우연히

21 come up with 고안하다, 생각해내다 51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22 complicated 복잡한 52 be on our side 우리 편이다

23 amount 양, 총액 53 release 풀어주다, 방출 하다

24 be based on
~에 기초하다, ~에 근거하

다
54 massive 거대한, 많은 양의

25 factor 요소 55 thousands of 수천의

26 multiply 곱하다 56 transition 변화, 전환

27 population 인구 57 decade 십 년

28 provide 제공하다 58 supply 공급

29 at least 최소한 59 renewable 재생 가능한

30 go through 살펴보다, 조사하다 60 account for 차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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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less than ~ ~이하의, 미만의

62 require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63 be educated 교육을 받다

64 involve 참여시키다

65 be involved in ~ ~에 참여하다

66 actively 활발하게

67 opportunity 기회

68 optimistic 낙관적인

69 breakthrough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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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evel 31 currently

2 sea level 32 billion 10

3 recently 33 chance

4 common 34 appliance

5 phenomena 35 efficiently

6 primarily 36 cut down on

7 fossil 37 none of

8 fossil fuel 38 get close to

9 carbon 39 majority

10 atmosphere 40 produce

11 avoid 41 such as

12 emission 42 allow A to B

13 up to ~ 43 affordable

14 eliminate 44 reliable

15 entirely 45
so long as(= as long
as)

16 by the end of 46 dependable

17 challenge 47 still

18 reduce 48 in short

19 turn to ~ 49 polio

20 equation 50 by chance

21 come up with 51 when it comes to

22 complicated 52 be on our side

23 amount 53 release

24 be based on 54 massive

25 factor 55 thousands of

26 multiply 56 transition

27 population 57 decade

28 provide 58 supply

29 at least 59 renewable

30 go through 60 accoun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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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less than ~

62 require

63 be educated

64 involve

65 be involved in ~

66 actively

67 opportunity

68 optimistic

69 break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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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lease 31 optimistic

2 primarily 32 come up with

3 be based on 33 phenomena

4 renewable 34 majority

5 carbon 35 recently

6 multiply 36 cut down on

7 produce 37 by chance

8 provide 38 fossil fuel

9 get close to 39 chance

10 require 40 appliance

11 be educated 41 reliable

12 turn to ~ 42 such as

13 currently 43 challenge

14 in short 44 still

15 level 45 allow A to B

16 actively 46 affordable

17 by the end of 47 population

18 fossil 48 reduce

19 involve 49 be involved in ~

20 efficiently 50 eliminate

21 opportunity 51 billion 10

22 account for 52 none of

23 transition 53 dependable

24 less than ~ 54 breakthrough

25 decade 55 polio

26 avoid 56 emission

27 equation 57 when it comes to

28 be on our side 58 thousands of

29 complicated 59
so long as(= as long
as)

30 go through 60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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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풀어주다, 방출 하다 31 낙관적인

2 주로 32 고안하다, 생각해내다

3
~에 기초하다, ~에 근거하

다
33

현상(phenomenon의 복수

형태)

4 재생 가능한 34 다수

5 탄소 35 최근에

6 곱하다 36
~(무엇의 크기·양· 수를) 줄

이다

7 생산하다 37 우연히

8 제공하다 38 화석연료

9 ~에 가까워지다 39 가능성

10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40 (가정용) 기기, 전기제품

11 교육을 받다 41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12 ~에 의지하다 42 ~와 같은

13 현재, 지금 43 도전, 어려운 일

14 요약하면, 요컨대 44 가만히 있는, 고요한

15 수준, 높이, 정도 45 A가 B 하도록 허용하다

16 활발하게 46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적

당한

17 ~의 끝 무렵에 47 인구

18 화석 48 줄이다

19 참여시키다 49 ~에 참여하다

20 효율적으로 50 제거하다

21 기회 51 억

22 차지하다 52
명사 …중 아무(것)도 …않

다

23 변화, 전환 53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24 ~이하의, 미만의 54 돌파구

25 십 년 55 소아마비

26 피하다 56 방출, 배출

27 방정식, 등식 57 ~에 관한 한

28 우리 편이다 58 수천의

29 복잡한 59 ~이기만[하기만] 하면

30 살펴보다, 조사하다 60 흔한, 빈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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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lease 31 optimistic

2 primarily 32 come up with

3 be based on 33 phenomena

4 renewable 34 majority

5 carbon 35 recently

6 곱하다 36
~(무엇의 크기·양· 수를) 줄

이다

7 생산하다 37 우연히

8 제공하다 38 화석연료

9 ~에 가까워지다 39 가능성

10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40 (가정용) 기기, 전기제품

11 be educated 41 reliable

12 turn to ~ 42 such as

13 currently 43 challenge

14 in short 44 still

15 level 45 allow A to B

16 활발하게 46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적

당한

17 ~의 끝 무렵에 47 인구

18 화석 48 줄이다

19 참여시키다 49 ~에 참여하다

20 효율적으로 50 제거하다

21 opportunity 51 billion 10

22 account for 52 none of

23 transition 53 dependable

24 less than ~ 54 breakthrough

25 decade 55 polio

26 피하다 56 방출, 배출

27 방정식, 등식 57 ~에 관한 한

28 우리 편이다 58 수천의

29 복잡한 59 ~이기만[하기만] 하면

30 살펴보다, 조사하다 60 흔한, 빈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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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lease 풀어주다, 방출 하다 31 optimistic 낙관적인

2 primarily 주로 32 come up with 고안하다, 생각해내다

3 be based on
~에 기초하다, ~에 근거하

다
33 phenomena

현상(phenomenon의 복수

형태)

4 renewable 재생 가능한 34 majority 다수

5 carbon 탄소 35 recently 최근에

6 multiply 곱하다 36 cut down on
~(무엇의 크기·양· 수를) 줄

이다

7 produce 생산하다 37 by chance 우연히

8 provide 제공하다 38 fossil fuel 화석연료

9 get close to ~에 가까워지다 39 chance 가능성

10 require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40 appliance (가정용) 기기, 전기제품

11 be educated 교육을 받다 41 reliable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12 turn to ~ ~에 의지하다 42 such as ~와 같은

13 currently 현재, 지금 43 challenge 도전, 어려운 일

14 in short 요약하면, 요컨대 44 still 가만히 있는, 고요한

15 level 수준, 높이, 정도 45 allow A to B A가 B 하도록 허용하다

16 actively 활발하게 46 affordable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적

당한

17 by the end of ~의 끝 무렵에 47 population 인구

18 fossil 화석 48 reduce 줄이다

19 involve 참여시키다 49 be involved in ~ ~에 참여하다

20 efficiently 효율적으로 50 eliminate 제거하다

21 opportunity 기회 51 billion 10 억

22 account for 차지하다 52 none of
명사 …중 아무(것)도 …않

다

23 transition 변화, 전환 53 dependable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24 less than ~ ~이하의, 미만의 54 breakthrough 돌파구

25 decade 십 년 55 polio 소아마비

26 avoid 피하다 56 emission 방출, 배출

27 equation 방정식, 등식 57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28 be on our side 우리 편이다 58 thousands of 수천의

29 complicated 복잡한 59
so long as(= as long
as)

~이기만[하기만] 하면

30 go through 살펴보다, 조사하다 60 common 흔한, 빈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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