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ecision n. 결정, 결심, 판결 31 originally ad. 원래

2 consumer n. 소비자 32 lower
a. 낮은, 하급의 v. 낮추다,

낮아지다, 찌푸리다

3 producer n. 생산자, 제작자 33 consider v. 고려하다, 여기다

4 tough
a. 강인한, 힘든, 격렬한, 질

긴
34 mind v. 꺼리다

5 at the same time 동시에 35
The bottom line is
(that)

요컨대[결국은] …이다

6 full of ~로 가득 찬 36 purchase n. 구매 v. 구매하다

7 attractive a. 매력적인 37 regular price 정가

8 product n. 상품 38 regular
a. 규칙적인, 일상적인, 보

통의, 정규의, 단골의

9 advertisement n. 광고(=ad) 39 motivate v. 동기를 부여하다

10 commercial n. 상업광고 a. 상업적인 40 ordinary a. 평범한

11 shout v. 외치다 41 designer
n. 디자이너, 설계자 a. 디

자이너 브랜드의

12 pop-up
a. 갑자기 튀어나오는, 팝업

식의
42 prove v. 입증하다, 입증되다

13 annoying a. 성가신, 짜증나게 하는 43 association n. 연합, 교제, 협회, 연상

14 resources n. 자원, 수단, 능력, 재주 44 associate
v. 연관시키다, 연상하다,

연합하다, 제휴하다

15 go far
1.대단히 성공하다 2.충분

하고 오래가다(=last long)
45 appealing

a. 매력 있는, 호소하는 듯

한

16 take a look at
~로 시선을 가져가다, ~를

한 번 보다
46 image n. 이미지, 상, 모습

17 affect
v. 영향을 주다, 감염시키

다, 가장하다, 즐기다 n. 정
47 certain a. 특정한, 확실한

18 on sale 할인 판매 중인 48 still
ad. 여전히, 그럼에도(연결

부사), 훨씬(비교급강조) a.

19 wonder
n. 경이 v. 경탄하다, 궁금하

다, 의심하다 a. 경이로운
49 up to

1.~까지 2.~에 달린 3.~하

고 있는

20 retail
n. 소매 a. 소매의 ad. 소매

로 v. 소매하다
50 individual

n. 개인, 개별 a. 개인적인,

개별적인

21 wholesale
n. 도매 a. 도매의 ad. 도매

로 v. 도매하다
51 on one's own

~의 스스로, 혼자서

(=alone)

22 sales
a. 판매의 n. 판매, 매출, 할

인판매
52 sneaker

n. 몰래 행동하는 사람, 운

동화[복수]

23 reduce v. 줄이다 53 go with
1.~에 딸려오다 2.~를 받아

들이다 3.~와 어울리다 4.~

24 increase v. 능가시키다 54 plan on ~ing ~할 생각이다, 작정이다

25 inventory
n. 물품명세서, 물품목록 v.

목록을 만들다
55 clerk n. 사무원, 점원

26 room
n. [불가산]여지, 공간 [가

산]방
56 suggestion n. 암시, 제안, 기색

27 stuff
n. 물건, 요소, 소지품, 일; v.

채우다, 실컷 먹이다
57 in addition to ~에 더하여

28 attract
v. 끌다, 매혹시키다, 끌어

들이다
58 bottom line

1.요점 2.최종결산 3.최종가

격 4.수익

29 distract
v. 주의를 돌리다, 산만하게

만들다
59 notice

v. 알아차리다, 통보하다 n.

주의, 통지, 공고

30 customer n. 손님, 고객 60 display
v. 전시하다, 나타내다 n. 전

시, 화면표시기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mostly ad. 대개, 대부분 91 value
n. 가치, 평가, [복수]가치관

v. 평가하다, 소중히 하다

62 inexpensive a. 값싼(=cheap) 92 step
v. 걷다, 발을 내딛다 n. 발

걸음, 단계, 조치

63 strategically ad. 전략상, 전략적으로 93 aware of ~에 관해 아는, 의식하는

64 already ad. 이미, 벌써 94 mode n. 양식, 방식, 유행

65 arrangement
n. 배치(=placement), 정리,

준비, 설비
95 prevent v. 예방하다, 막다

66 random a. 무작위의 96 simply ad. 그저, 단순히

67 placement
n. 배치(=arrangement), 취

업 알선, 채용
97 jungle

n. 정글, 혼란, 생존경쟁의

장소

68 design
v. 설계하다, 고안하다, 디

자인하다 n. 디자인, 설계
98 overwhelm

v. 압도하다, 제압하다, 덮

치다

69 subtle a. 교묘한, 미묘한 99 hough
conj. ~에도 불구하고

(=although, even if, even

70 suit
n. 소송, 청원, 구혼

(wooing), 정장, 카드 한 벌
100 naturally

ad. 자연스럽게, 당연히, 타

고나서

71 influence
v. 영향을 끼치다 n. 영향

(on), 세력가
101 once

conj. 일단 ~할 때, ~하면

ad. 한 때, 한 번

72 marketing
n. 판촉(판매촉진), 시장거

래
102 experience n. 경험

73 strategy n. 전략 103 wisdom n. 지혜

74 be loaded with
~가 탑재되다, ~로 채워지

다
104 guide v. 안내하다

75 autopilot n. 자동조종장치 105 consuming n. 소비하기

76 deliberate n. 심사숙고 106 run(-ran-run)
v. 달리다, 흐르다, 운영하

다, 되다, 출마하다

77
choose(-chose-
chosen)

v. 선택하다 107 a number of 수많은

78 automatically ad. 자동적으로 108 opportunity n. 기회

79 assume
v. 당연시하다, 추정하다,

떠맡다, 나타내다, ~척하다,
109 budget

n. 예산 a. 값싼 v. 예산을

정하다

80 price tag n. 가격표 110 lively a. 활기찬

81 quality
n. 품질, 특성, 양질 a. 질 좋

은, 상류사회의
111 promote

v. 승진하다, 증진하다, 홍

보하다, 선동하다

82 furthermore ad. 더구나, 게다가 112 recipe n. 조리법, 처방전, 비법

83 cashier n. 계산원, 출납원 113 advantage n. 이점, 이익, 우세

84 as if[=as though] 마치 ~처럼 114 provide v. 제공하다

85 all along 내내, 죽, 계속 115 owner n. 소유주, 주인

86 out there 그곳에, 저 바깥에, 세상에 116 benefit
v. [타]이롭게 하다 [자]이익

을 얻다 n. 혜택, 이익

87 choice n. 선택 117 variety n. 다양성(=diversity)

88 smart a. 똑똑한 118 available a. 이용 가능한

89 a right answer 정답 119 crowded a. 붐비는, 꽉 찬

90 taste
n. 미각, 맛, 시식, 취향 v.

맛보다, 맛이 나다
120 natural

a. 자연의, 자연스러운, 천

연의, 타고난, 당연한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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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own
a. 자신의 pron. 자신의 것

v. 소유하다, 인정하다

122 hand down 물려주다

123 meal n. 식사

124 narrow a. 좁은

125 alley n. 골목, 통로

126 give rise to ~를 발생시키다

127 parachute n. 낙하산

128 rent v. 임대하다

129 ground floor 1층[영국](=the first floor)

130 why not+R ~?: ~하는 것이 어때?

131 come up 올라오다

132 send ~ down ~를 내려 보내다

133 select v. 고르다

134 mark v. 표시하다

135 outside
prep. ~의 바깥에 ad. 바깥

에

136 popular a. 인기 있는

137 originate in ~에서 유래하다, 기원하다

138 recently ad. 최근에

139 mix
n. 혼합, 혼합물 v. 혼합하

다, 섞다

140 BBQ(=barbecue) 숯불구이, 바비큐

141 social networking 소셜 네트워킹

142 announce v. 발표하다

143 turn up 등장하다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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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ecision 31 originally

2 consumer 32 lower

3 producer 33 consider

4 tough 34 mind

5 at the same time 35
The bottom line is
(that)

6 full of 36 purchase

7 attractive 37 regular price

8 product 38 regular

9 advertisement 39 motivate

10 commercial 40 ordinary

11 shout 41 designer

12 pop-up 42 prove

13 annoying 43 association

14 resources 44 associate

15 go far 45 appealing

16 take a look at 46 image

17 affect 47 certain

18 on sale 48 still

19 wonder 49 up to

20 retail 50 individual

21 wholesale 51 on one's own

22 sales 52 sneaker

23 reduce 53 go with

24 increase 54 plan on ~ing

25 inventory 55 clerk

26 room 56 suggestion

27 stuff 57 in addition to

28 attract 58 bottom line

29 distract 59 notice

30 customer 60 display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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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mostly 91 value

62 inexpensive 92 step

63 strategically 93 aware of

64 already 94 mode

65 arrangement 95 prevent

66 random 96 simply

67 placement 97 jungle

68 design 98 overwhelm

69 subtle 99 hough

70 suit 100 naturally

71 influence 101 once

72 marketing 102 experience

73 strategy 103 wisdom

74 be loaded with 104 guide

75 autopilot 105 consuming

76 deliberate 106 run(-ran-run)

77
choose(-chose-
chosen)

107 a number of

78 automatically 108 opportunity

79 assume 109 budget

80 price tag 110 lively

81 quality 111 promote

82 furthermore 112 recipe

83 cashier 113 advantage

84 as if[=as though] 114 provide

85 all along 115 owner

86 out there 116 benefit

87 choice 117 variety

88 smart 118 available

89 a right answer 119 crowded

90 taste 120 natural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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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own

122 hand down

123 meal

124 narrow

125 alley

126 give rise to

127 parachute

128 rent

129 ground floor

130 why not+R ~?:

131 come up

132 send ~ down

133 select

134 mark

135 outside

136 popular

137 originate in

138 recently

139 mix

140 BBQ(=barbecue)

141 social networking

142 announce

143 turn up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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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crease 31 room

2 decision 32 go with

3 subtle 33 sneaker

4 full of 34 why not+R ~?:

5 product 35 price tag

6 clerk 36 come up

7 choice 37 owner

8 naturally 38 cashier

9 once 39 benefit

10 experience 40 mark

11 assume 41 budget

12 step 42 wonder

13 advantage 43 customer

14 aware of 44 wisdom

15 outside 45 placement

16 ordinary 46 a right answer

17 natural 47
choose(-chose-
chosen)

18 display 48 give rise to

19 regular 49 taste

20 inexpensive 50 motivate

21 alley 51 ground floor

22 attractive 52
The bottom line is
(that)

23 provide 53 crowded

24 originate in 54 mode

25 originally 55 smart

26 overwhelm 56 available

27 up to 57 all along

28 suit 58 hand down

29 advertisement 59 consumer

30 send ~ down 60 popular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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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v. 능가시키다 31
n. [불가산]여지, 공간 [가

산]방

2 n. 결정, 결심, 판결 32
1.~에 딸려오다 2.~를 받아

들이다 3.~와 어울리다 4.~

3 a. 교묘한, 미묘한 33
n. 몰래 행동하는 사람, 운

동화[복수]

4 ~로 가득 찬 34 ~하는 것이 어때?

5 n. 상품 35 n. 가격표

6 n. 사무원, 점원 36 올라오다

7 n. 선택 37 n. 소유주, 주인

8
ad. 자연스럽게, 당연히, 타

고나서
38 n. 계산원, 출납원

9
conj. 일단 ~할 때, ~하면

ad. 한 때, 한 번
39

v. [타]이롭게 하다 [자]이익

을 얻다 n. 혜택, 이익

10 n. 경험 40 v. 표시하다

11
v. 당연시하다, 추정하다,

떠맡다, 나타내다, ~척하다,
41

n. 예산 a. 값싼 v. 예산을

정하다

12
v. 걷다, 발을 내딛다 n. 발

걸음, 단계, 조치
42

n. 경이 v. 경탄하다, 궁금하

다, 의심하다 a. 경이로운

13 n. 이점, 이익, 우세 43 n. 손님, 고객

14 ~에 관해 아는, 의식하는 44 n. 지혜

15
prep. ~의 바깥에 ad. 바깥

에
45

n. 배치(=arrangement), 취

업 알선, 채용

16 a. 평범한 46 정답

17
a. 자연의, 자연스러운, 천

연의, 타고난, 당연한
47 v. 선택하다

18
v. 전시하다, 나타내다 n. 전

시, 화면표시기
48 ~를 발생시키다

19
a. 규칙적인, 일상적인, 보

통의, 정규의, 단골의
49

n. 미각, 맛, 시식, 취향 v.

맛보다, 맛이 나다

20 a. 값싼(=cheap) 50 v. 동기를 부여하다

21 n. 골목, 통로 51 1층[영국](=the first floor)

22 a. 매력적인 52 요컨대[결국은] …이다

23 v. 제공하다 53 a. 붐비는, 꽉 찬

24 ~에서 유래하다, 기원하다 54 n. 양식, 방식, 유행

25 ad. 원래 55 a. 똑똑한

26
v. 압도하다, 제압하다, 덮

치다
56 a. 이용 가능한

27
1.~까지 2.~에 달린 3.~하

고 있는
57 내내, 죽, 계속

28
n. 소송, 청원, 구혼

(wooing), 정장, 카드 한 벌
58 물려주다

29 n. 광고(=ad) 59 n. 소비자

30 ~를 내려 보내다 60 a. 인기 있는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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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crease 31 room

2 decision 32 go with

3 subtle 33 sneaker

4 full of 34 why not+R ~?:

5 product 35 price tag

6 n. 사무원, 점원 36 올라오다

7 n. 선택 37 n. 소유주, 주인

8
ad. 자연스럽게, 당연히, 타

고나서
38 n. 계산원, 출납원

9
conj. 일단 ~할 때, ~하면

ad. 한 때, 한 번
39

v. [타]이롭게 하다 [자]이익

을 얻다 n. 혜택, 이익

10 n. 경험 40 v. 표시하다

11 assume 41 budget

12 step 42 wonder

13 advantage 43 customer

14 aware of 44 wisdom

15 outside 45 placement

16 a. 평범한 46 정답

17
a. 자연의, 자연스러운, 천

연의, 타고난, 당연한
47 v. 선택하다

18
v. 전시하다, 나타내다 n. 전

시, 화면표시기
48 ~를 발생시키다

19
a. 규칙적인, 일상적인, 보

통의, 정규의, 단골의
49

n. 미각, 맛, 시식, 취향 v.

맛보다, 맛이 나다

20 a. 값싼(=cheap) 50 v. 동기를 부여하다

21 alley 51 ground floor

22 attractive 52
The bottom line is
(that)

23 provide 53 crowded

24 originate in 54 mode

25 originally 55 smart

26
v. 압도하다, 제압하다, 덮

치다
56 a. 이용 가능한

27
1.~까지 2.~에 달린 3.~하

고 있는
57 내내, 죽, 계속

28
n. 소송, 청원, 구혼

(wooing), 정장, 카드 한 벌
58 물려주다

29 n. 광고(=ad) 59 n. 소비자

30 ~를 내려 보내다 60 a. 인기 있는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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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crease v. 능가시키다 31 room
n. [불가산]여지, 공간 [가

산]방

2 decision n. 결정, 결심, 판결 32 go with
1.~에 딸려오다 2.~를 받아

들이다 3.~와 어울리다 4.~

3 subtle a. 교묘한, 미묘한 33 sneaker
n. 몰래 행동하는 사람, 운

동화[복수]

4 full of ~로 가득 찬 34 why not+R ~?: ~하는 것이 어때?

5 product n. 상품 35 price tag n. 가격표

6 clerk n. 사무원, 점원 36 come up 올라오다

7 choice n. 선택 37 owner n. 소유주, 주인

8 naturally
ad. 자연스럽게, 당연히, 타

고나서
38 cashier n. 계산원, 출납원

9 once
conj. 일단 ~할 때, ~하면

ad. 한 때, 한 번
39 benefit

v. [타]이롭게 하다 [자]이익

을 얻다 n. 혜택, 이익

10 experience n. 경험 40 mark v. 표시하다

11 assume
v. 당연시하다, 추정하다,

떠맡다, 나타내다, ~척하다,
41 budget

n. 예산 a. 값싼 v. 예산을

정하다

12 step
v. 걷다, 발을 내딛다 n. 발

걸음, 단계, 조치
42 wonder

n. 경이 v. 경탄하다, 궁금하

다, 의심하다 a. 경이로운

13 advantage n. 이점, 이익, 우세 43 customer n. 손님, 고객

14 aware of ~에 관해 아는, 의식하는 44 wisdom n. 지혜

15 outside
prep. ~의 바깥에 ad. 바깥

에
45 placement

n. 배치(=arrangement), 취

업 알선, 채용

16 ordinary a. 평범한 46 a right answer 정답

17 natural
a. 자연의, 자연스러운, 천

연의, 타고난, 당연한
47

choose(-chose-
chosen)

v. 선택하다

18 display
v. 전시하다, 나타내다 n. 전

시, 화면표시기
48 give rise to ~를 발생시키다

19 regular
a. 규칙적인, 일상적인, 보

통의, 정규의, 단골의
49 taste

n. 미각, 맛, 시식, 취향 v.

맛보다, 맛이 나다

20 inexpensive a. 값싼(=cheap) 50 motivate v. 동기를 부여하다

21 alley n. 골목, 통로 51 ground floor 1층[영국](=the first floor)

22 attractive a. 매력적인 52
The bottom line is
(that)

요컨대[결국은] …이다

23 provide v. 제공하다 53 crowded a. 붐비는, 꽉 찬

24 originate in ~에서 유래하다, 기원하다 54 mode n. 양식, 방식, 유행

25 originally ad. 원래 55 smart a. 똑똑한

26 overwhelm
v. 압도하다, 제압하다, 덮

치다
56 available a. 이용 가능한

27 up to
1.~까지 2.~에 달린 3.~하

고 있는
57 all along 내내, 죽, 계속

28 suit
n. 소송, 청원, 구혼

(wooing), 정장, 카드 한 벌
58 hand down 물려주다

29 advertisement n. 광고(=ad) 59 consumer n. 소비자

30 send ~ down ~를 내려 보내다 60 popular a. 인기 있는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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