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Mother nature 대자연 31 meet 충족시키다

2 livestock 가축 32 turn to N ~에 의존하다

3 triumph 승리 33 large-scale 대규모의

4 modern 현대의 34 manufaturing 생산, 제조

5 dark side 어두운 면, 단점 35 such 그러한

6 industry 산업 36 strain 부담, 긴장, 압박

7 raise 기르다 37 in particular 특히

8 confined 제한된 38 resource 자원

9 pen (가축의) 우리 39 billion 10억

10 feed-fed-fed 먹이를 주다 40 grain 곡식

11 vast 거대한 41 more than ~이상

12 field 들판 42 two thirds 3분의 2

13 stretch 뻗다 43 agricultural 농업의

14 huge 엄청난 44 be used to V ~하는데 사용되다

15 amount 양 45 merely 단지

16 fertilizer 비료 46 direct 직접적인

17 , which 그리고 그것은 47 moreover 게다가

18 eventually 결국 48 one third 3분의 1

19 stream 개울, 시냇물 49 production 생산

20 affect 영향을 주다 50 supply 공급

21 ecosystem 생태계 51 bed 바닥

22 body 많은 양, 모음 52 expect 예상하다

23 runoff 빗물; 유출수 53 drain 빠져나가다

24 marine 해양의 54 neighboring 인접한, 근처에 있는

25 process 과정, 절차 55 feed(명사) 먹이, 사료

26 dry up 마르다 56 portion 부분

27 annual 매년의 57 inevitable 불가피한

28 consumption 소비 58 extend 늘리다

29 average 평균(적인) 59 demand(명사) 수요

30 per ~당 60 result in ~을 초래하다, 야기하다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pollution 오염 91 major 주된

62 at the same time 동시에 92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

63 manure 분뇨 93 recent 최근의

64 manage 관리하다 94 methane 메탄

65 properly 적절하게 95 impact 영향

66 cause(동사) 야기하다, 초래하다 96 be responsible for ~에 책임이 있다

67 severe 심각한 97 greenhouse gas 온실가스

68 nearby 근처에 있는 98 emission 배출, 방출

69 once(접속사) 일단 ~ 하면 99 expert 전문가

70 contribute
(좋은, 나쁜 의미로) 공헌하

다, 기여하다
100 warn 경고하다

71 formation 형성, 구성 101 trap(동사) 가두다

72 be known as ~로서 알려지다 102 release 내보내다, 방출하다

73 occur 발생하다 103 damp area 습지

74 primarily 주로 104 emit 내보내다, 방출하다

75 activity 활동 105 statistics 통계학

76 spill 유출시키다 106 vary 다양하다

77 nutrient 영양분 107 exact 정확한

78 concentrated 농축된 108 generally 일반적으로

79 blooming 번성 109 up to ~까지

80 algae (바다의) 해조(류) 110 domestic animal 가축

81 use up (모두) 사용하다 111 digestive 소화의

82 oxygen 산소 112 stomach (장기) 위

83 suffocate 질식시키다 113 break down 분해하다

84 square kilometer 평방 킬로미터 114 digest 소화하다

85 uninhabitable 살 수 없는, 거주할 수 없는 115 chew 씹다

86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116 burp 트림하다

87 overhead 머리위에 117 pass gas 방귀를 뀌다

88 atmosphere 대기 118 give off 내보내다, 방출하다

89 even though 비록 ~일지라도 119 enormous 엄청난

90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120 continent 대륙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unprecedented 전례 없는

122 rate 속도, 비율

123 due to ~때문에

124 rise 올라가다, 뜨다

125 income 수입

126 predict 예측하다

127 prefer 선호하다

128 protein 단백질

129 meal 식사

130 be bound to V 반드시 ~하다

131 suffer (고통 등을) 겪다

132 solution 해결책

133 in sight 눈에 보이는

134 diet 식단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6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Mother nature 31 meet

2 livestock 32 turn to N

3 triumph 33 large-scale

4 modern 34 manufaturing

5 dark side 35 such

6 industry 36 strain

7 raise 37 in particular

8 confined 38 resource

9 pen 39 billion

10 feed-fed-fed 40 grain

11 vast 41 more than

12 field 42 two thirds

13 stretch 43 agricultural

14 huge 44 be used to V

15 amount 45 merely

16 fertilizer 46 direct

17 , which 47 moreover

18 eventually 48 one third

19 stream 49 production

20 affect 50 supply

21 ecosystem 51 bed

22 body 52 expect

23 runoff 53 drain

24 marine 54 neighboring

25 process 55 feed(명사)

26 dry up 56 portion

27 annual 57 inevitable

28 consumption 58 extend

29 average 59 demand(명사)

30 per 60 result in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pollution 91 major

62 at the same time 92 global warming

63 manure 93 recent

64 manage 94 methane

65 properly 95 impact

66 cause(동사) 96 be responsible for

67 severe 97 greenhouse gas

68 nearby 98 emission

69 once(접속사) 99 expert

70 contribute 100 warn

71 formation 101 trap(동사)

72 be known as 102 release

73 occur 103 damp area

74 primarily 104 emit

75 activity 105 statistics

76 spill 106 vary

77 nutrient 107 exact

78 concentrated 108 generally

79 blooming 109 up to

80 algae 110 domestic animal

81 use up 111 digestive

82 oxygen 112 stomach

83 suffocate 113 break down

84 square kilometer 114 digest

85 uninhabitable 115 chew

86 not only A but also B 116 burp

87 overhead 117 pass gas

88 atmosphere 118 give off

89 even though 119 enormous

90 carbon dioxide 120 continent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unprecedented

122 rate

123 due to

124 rise

125 income

126 predict

127 prefer

128 protein

129 meal

130 be bound to V

131 suffer

132 solution

133 in sight

134 diet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6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uge 31 rate

2 portion 32 resource

3 expect 33 billion

4 pollution 34 suffer

5 prefer 35 carbon dioxide

6 chew 36 due to

7 expert 37 consumption

8 exact 38 trap(동사)

9 modern 39 major

10 use up 40 industry

11 vary 41 severe

12 large-scale 42 square kilometer

13 manufaturing 43 give off

14 dark side 44 demand(명사)

15 marine 45 concentrated

16 manage 46 once(접속사)

17 livestock 47 algae

18 warn 48 at the same time

19 neighboring 49 be bound to V

20 moreover 50 in sight

21 turn to N 51 properly

22 continent 52 , which

23 runoff 53 in particular

24 per 54 result in

25 predict 55 dry up

26 such 56 digest

27 primarily 57 strain

28 stream 58 confined

29 production 59 statistics

30 feed-fed-fed 60 uninhabitable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6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엄청난 31 속도, 비율

2 부분 32 자원

3 예상하다 33 10억

4 오염 34 (고통 등을) 겪다

5 선호하다 35 이산화탄소

6 씹다 36 ~때문에

7 전문가 37 소비

8 정확한 38 가두다

9 현대의 39 주된

10 (모두) 사용하다 40 산업

11 다양하다 41 심각한

12 대규모의 42 평방 킬로미터

13 생산, 제조 43 내보내다, 방출하다

14 어두운 면, 단점 44 수요

15 해양의 45 농축된

16 관리하다 46 일단 ~ 하면

17 가축 47 (바다의) 해조(류)

18 경고하다 48 동시에

19 인접한, 근처에 있는 49 반드시 ~하다

20 게다가 50 눈에 보이는

21 ~에 의존하다 51 적절하게

22 대륙 52 그리고 그것은

23 빗물; 유출수 53 특히

24 ~당 54 ~을 초래하다, 야기하다

25 예측하다 55 마르다

26 그러한 56 소화하다

27 주로 57 부담, 긴장, 압박

28 개울, 시냇물 58 제한된

29 생산 59 통계학

30 먹이를 주다 60 살 수 없는, 거주할 수 없는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6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uge 31 rate

2 portion 32 resource

3 expect 33 billion

4 pollution 34 suffer

5 prefer 35 carbon dioxide

6 씹다 36 ~때문에

7 전문가 37 소비

8 정확한 38 가두다

9 현대의 39 주된

10 (모두) 사용하다 40 산업

11 vary 41 severe

12 large-scale 42 square kilometer

13 manufaturing 43 give off

14 dark side 44 demand(명사)

15 marine 45 concentrated

16 관리하다 46 일단 ~ 하면

17 가축 47 (바다의) 해조(류)

18 경고하다 48 동시에

19 인접한, 근처에 있는 49 반드시 ~하다

20 게다가 50 눈에 보이는

21 turn to N 51 properly

22 continent 52 , which

23 runoff 53 in particular

24 per 54 result in

25 predict 55 dry up

26 그러한 56 소화하다

27 주로 57 부담, 긴장, 압박

28 개울, 시냇물 58 제한된

29 생산 59 통계학

30 먹이를 주다 60 살 수 없는, 거주할 수 없는

영어1 비상 홍민표



제 6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uge 엄청난 31 rate 속도, 비율

2 portion 부분 32 resource 자원

3 expect 예상하다 33 billion 10억

4 pollution 오염 34 suffer (고통 등을) 겪다

5 prefer 선호하다 35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6 chew 씹다 36 due to ~때문에

7 expert 전문가 37 consumption 소비

8 exact 정확한 38 trap(동사) 가두다

9 modern 현대의 39 major 주된

10 use up (모두) 사용하다 40 industry 산업

11 vary 다양하다 41 severe 심각한

12 large-scale 대규모의 42 square kilometer 평방 킬로미터

13 manufaturing 생산, 제조 43 give off 내보내다, 방출하다

14 dark side 어두운 면, 단점 44 demand(명사) 수요

15 marine 해양의 45 concentrated 농축된

16 manage 관리하다 46 once(접속사) 일단 ~ 하면

17 livestock 가축 47 algae (바다의) 해조(류)

18 warn 경고하다 48 at the same time 동시에

19 neighboring 인접한, 근처에 있는 49 be bound to V 반드시 ~하다

20 moreover 게다가 50 in sight 눈에 보이는

21 turn to N ~에 의존하다 51 properly 적절하게

22 continent 대륙 52 , which 그리고 그것은

23 runoff 빗물; 유출수 53 in particular 특히

24 per ~당 54 result in ~을 초래하다, 야기하다

25 predict 예측하다 55 dry up 마르다

26 such 그러한 56 digest 소화하다

27 primarily 주로 57 strain 부담, 긴장, 압박

28 stream 개울, 시냇물 58 confined 제한된

29 production 생산 59 statistics 통계학

30 feed-fed-fed 먹이를 주다 60 uninhabitable 살 수 없는, 거주할 수 없는

영어1 비상 홍민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