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xist 존재하다 31 available 이용이 가능한

2 developer 개발자 32 consumer 소비자

3 quite 꽤 33 entertainment 오락물

4 a handful of 소수의, 한 움큼의 34 leisurely 여유로운

5 unique 독특한 35 environment 환경

6 unusual 특이한 36 sound 들리다

7 peculiar 특이한 37 ideal 이상적으로

8 owner 주인 38 decide 결정하다

9 curiosity 호기심 39 company 회사

10 out of curiosity 호기심에서 40 preference 선호도

11 normal 정상적인 41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

12 imagine 상상하다 42 serious 진지한, 심각한

13 professional 전문적인 43 complain 불평하다

14 taster 감별사 44 work environment 직업 환경

15 suggest 암시하다 45 clean 청소하다

16 make sure 확실히 하다 46 vast 광활한

17 meet 만족시키다 47 wide 넓은

18 premium 최고급, 프리미엄 48 keep in mind ~을 명심하다

19 standard 표준 49 expert 전문가

20 evaluate 평가하다 50 specialized 특수화된

21 quality 질 51 enormous 거대한

22 taste 맛을 보다 52 expensive 비싼

23 report 보고서를 쓰다 53 treat 대하다[취급하다]

24 think up 생각해내다 54 pole 막대기

25 spit out 뱉다 55 sweep 휩쓸다

26 swallow 삼키다 56 even 평평한

27 content 내용, 컨텐츠, 만족하는 57 horizontally 수평적으로

28 job 일 58 vertically 수직적으로

29 assign 분류하다, 정리하다 59 finish 끝내다

30 genre 장르 60 clearly 분명히, 명확하게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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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get[be] used to ~에 익숙하다 91 most likely 아마도

62 nanny 아이를 돌보는 사람 92 fall into~
~에 해당하다, 속하다, 빠

지다

63 on board 기내에서 93 category 범주

64 annoying 짜증나게 하는 94 the following 다음, 아래

65 understandable 이해가 가능한 95 curious 호기심이 있는

66 airline 항공사 96 independent 독립적인

67 flight 비행 97 interested ~에 관심이 있는

68 unfamiliar 익숙하지 않은 98 explore 탐험하다

69 realize 깨닫다, 말하다 99 use 사용하다

70 troubled
(장소, 상황, 시기가) 문제가

많은, 힘든
100 creativity 창의성

71 passenger 승객 101 focus on ~에 집중하다

72 aboard 탑승[승선]한 102 thrive on ~를 잘 해내다

73 offer 제공하다 103 analytic 분석적인

74 infant 유아 104 challenge 도전

75 attention 관심 105 field 분야

76 remain ~인 채로 있다 106 medicine 약

77 hire 고용하다 107 artistic pursuit 예술적인 추구

78 amuse 즐겁게 하다 108 sociable 사교적인

79 care fore 돌보다 109 friendly 친근한

80 certification 자격증 110 communication skill 의사소통 기술

81 psychology 심리학 111 guide 안내하다

82 behavior 행동 112 satisfaction 만족

83 activity 활동 113 occupation 직업

84 necessary 필수적인 114 counseling 상담

85 occupied 집중하는 115 persuasive 설득적인

86 well-behaved 바르게 행동하는 116 profession 직업

87 technology 기술 117 politics 정치

88 advance 발전하다 118 sales 영업

89
in the not-so-distant
future

머지않아 119 orderly 규칙적인

90 in tune with ~와 일치하는 120 practical 실용적인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defined 정의된

122 task 업무

123 mechanic 기계공

124 math ability 수학적인 능력

125 bookkeeper 사서

126 banker 은행원

127 likely ~할 것 같은

128 successful 성공적인

129 embarrassed 곤란해[당황해] 하는

130 puppy 강아지

131 sick 아픈

132 be worried about~ ~에 대하여 걱정하다

133 work 효과가 있다

134 wonder 궁금하다

135 categorize 분류하다

136 irritated 짜증이 난

137 appropriate 적절한

138 professionally 전문적으로

139 interpreter 통역사

140 popular 인기가 있는

141 tourist area 여행지

142 foreign 외국의

143 visitor 방문객

144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145 be satisfied with ~에 만족하다

146 exciting 신나는

147 recommendation 추천, 조언

148 considering ~을 고려하여

149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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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xist 31 available

2 developer 32 consumer

3 quite 33 entertainment

4 a handful of 34 leisurely

5 unique 35 environment

6 unusual 36 sound

7 peculiar 37 ideal

8 owner 38 decide

9 curiosity 39 company

10 out of curiosity 40 preference

11 normal 41 take into account

12 imagine 42 serious

13 professional 43 complain

14 taster 44 work environment

15 suggest 45 clean

16 make sure 46 vast

17 meet 47 wide

18 premium 48 keep in mind

19 standard 49 expert

20 evaluate 50 specialized

21 quality 51 enormous

22 taste 52 expensive

23 report 53 treat

24 think up 54 pole

25 spit out 55 sweep

26 swallow 56 even

27 content 57 horizontally

28 job 58 vertically

29 assign 59 finish

30 genre 60 clearly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get[be] used to 91 most likely

62 nanny 92 fall into~

63 on board 93 category

64 annoying 94 the following

65 understandable 95 curious

66 airline 96 independent

67 flight 97 interested

68 unfamiliar 98 explore

69 realize 99 use

70 troubled 100 creativity

71 passenger 101 focus on

72 aboard 102 thrive on

73 offer 103 analytic

74 infant 104 challenge

75 attention 105 field

76 remain 106 medicine

77 hire 107 artistic pursuit

78 amuse 108 sociable

79 care fore 109 friendly

80 certification 110 communication skill

81 psychology 111 guide

82 behavior 112 satisfaction

83 activity 113 occupation

84 necessary 114 counseling

85 occupied 115 persuasive

86 well-behaved 116 profession

87 technology 117 politics

88 advance 118 sales

89
in the not-so-distant
future

119 orderly

90 in tune with 120 practical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defined

122 task

123 mechanic

124 math ability

125 bookkeeper

126 banker

127 likely

128 successful

129 embarrassed

130 puppy

131 sick

132 be worried about~

133 work

134 wonder

135 categorize

136 irritated

137 appropriate

138 professionally

139 interpreter

140 popular

141 tourist area

142 foreign

143 visitor

144 communicate

145 be satisfied with

146 exciting

147 recommendation

148 considering

149 do one’s best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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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ire 31 successful

2 quite 32 consumer

3 communication skill 33 medicine

4 politics 34 tourist area

5 content 35 troubled

6 well-behaved 36 sales

7 advance 37 offer

8 use 38 out of curiosity

9 even 39 considering

10 clean 40 entertainment

11 assign 41 bookkeeper

12 interpreter 42 taster

13 appropriate 43 mechanic

14 work environment 44 math ability

15 most likely 45 communicate

16 attention 46 vertically

17 serious 47 amuse

18 treat 48 category

19 peculiar 49 meet

20 make sure 50 the following

21 field 51 be satisfied with

22 irritated 52 job

23 evaluate 53 ideal

24 wonder 54 persuasive

25 focus on 55 expensive

26 think up 56 creativity

27 banker 57 complain

28 exist 58 task

29 spit out 59 psychology

30 challenge 60 remain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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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고용하다 31 성공적인

2 꽤 32 소비자

3 의사소통 기술 33 약

4 정치 34 여행지

5 내용, 컨텐츠, 만족하는 35
(장소, 상황, 시기가) 문제가

많은, 힘든

6 바르게 행동하는 36 영업

7 발전하다 37 제공하다

8 사용하다 38 호기심에서

9 평평한 39 ~을 고려하여

10 청소하다 40 오락물

11 분류하다, 정리하다 41 사서

12 통역사 42 감별사

13 적절한 43 기계공

14 직업 환경 44 수학적인 능력

15 아마도 45 의사소통하다

16 관심 46 수직적으로

17 진지한, 심각한 47 즐겁게 하다

18 대하다[취급하다] 48 범주

19 특이한 49 만족시키다

20 확실히 하다 50 다음, 아래

21 분야 51 ~에 만족하다

22 짜증이 난 52 일

23 평가하다 53 이상적으로

24 궁금하다 54 설득적인

25 ~에 집중하다 55 비싼

26 생각해내다 56 창의성

27 은행원 57 불평하다

28 존재하다 58 업무

29 뱉다 59 심리학

30 도전 60 ~인 채로 있다

영어 지학사 (민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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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ire 31 successful

2 quite 32 consumer

3 communication skill 33 medicine

4 politics 34 tourist area

5 content 35 troubled

6 바르게 행동하는 36 영업

7 발전하다 37 제공하다

8 사용하다 38 호기심에서

9 평평한 39 ~을 고려하여

10 청소하다 40 오락물

11 assign 41 bookkeeper

12 interpreter 42 taster

13 appropriate 43 mechanic

14 work environment 44 math ability

15 most likely 45 communicate

16 관심 46 수직적으로

17 진지한, 심각한 47 즐겁게 하다

18 대하다[취급하다] 48 범주

19 특이한 49 만족시키다

20 확실히 하다 50 다음, 아래

21 field 51 be satisfied with

22 irritated 52 job

23 evaluate 53 ideal

24 wonder 54 persuasive

25 focus on 55 expensive

26 생각해내다 56 창의성

27 은행원 57 불평하다

28 존재하다 58 업무

29 뱉다 59 심리학

30 도전 60 ~인 채로 있다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6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ire 고용하다 31 successful 성공적인

2 quite 꽤 32 consumer 소비자

3 communication skill 의사소통 기술 33 medicine 약

4 politics 정치 34 tourist area 여행지

5 content 내용, 컨텐츠, 만족하는 35 troubled
(장소, 상황, 시기가) 문제가

많은, 힘든

6 well-behaved 바르게 행동하는 36 sales 영업

7 advance 발전하다 37 offer 제공하다

8 use 사용하다 38 out of curiosity 호기심에서

9 even 평평한 39 considering ~을 고려하여

10 clean 청소하다 40 entertainment 오락물

11 assign 분류하다, 정리하다 41 bookkeeper 사서

12 interpreter 통역사 42 taster 감별사

13 appropriate 적절한 43 mechanic 기계공

14 work environment 직업 환경 44 math ability 수학적인 능력

15 most likely 아마도 45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16 attention 관심 46 vertically 수직적으로

17 serious 진지한, 심각한 47 amuse 즐겁게 하다

18 treat 대하다[취급하다] 48 category 범주

19 peculiar 특이한 49 meet 만족시키다

20 make sure 확실히 하다 50 the following 다음, 아래

21 field 분야 51 be satisfied with ~에 만족하다

22 irritated 짜증이 난 52 job 일

23 evaluate 평가하다 53 ideal 이상적으로

24 wonder 궁금하다 54 persuasive 설득적인

25 focus on ~에 집중하다 55 expensive 비싼

26 think up 생각해내다 56 creativity 창의성

27 banker 은행원 57 complain 불평하다

28 exist 존재하다 58 task 업무

29 spit out 뱉다 59 psychology 심리학

30 challenge 도전 60 remain ~인 채로 있다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