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ake part in ~에 참여하다 31 reliable 믿을 수 있는

2 economy 경제 32 sitter 돌봐주는 사람

3 sharing economy 공유경제 33 post 게시물

4 why don't we ~해보는게 어때? 34 choose 선택하다

5 go Ving ~하러 가다 35 whenever ~할 때마다

6 take care of ~를 돌보다 36 concern 걱정

7 borrow 빌리다 37 personal 개인적인

8 neighbor 이웃 38 though(부사) 그러나, 그래도

9 others 다른 사람들 39 what if 만약 ~라면 어떨까

10 search for ~을 찾다 40 purpose 목적

11 ask for ~을 요청하다 41 be aware of ~를 알다, 인지하다

12 by Ving ~함으로써 42 develop 개발하다

13 environmentally 환경적으로 43 allow 허락하다

14 product 제품 44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15 resource 자원 45 without ~없이

16
the 비교급 ~, the 비교
급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

다
46 joy 즐거움

17 positive 긍정적인 47 fee 수수료, 요금

18 review 후기 48 for free 무료로, 공짜로

19 decide 결정하다 49 weakness 약점

20 however 그러나 50 improve 개선되다

21 upset 화난

22 such 그러한; 매우

23 negative 부정적인

24 experience 경험(하다)

25 fix 고치다, 해결하다

26 lender 빌려 주는 사람

27 regularly 정기적으로

28 exact 정확한

29 look after 돌보다

30 owner 주인

중3 능률 김성곤



제 6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ake part in 31 reliable

2 economy 32 sitter

3 sharing economy 33 post

4 why don't we 34 choose

5 go Ving 35 whenever

6 take care of 36 concern

7 borrow 37 personal

8 neighbor 38 though(부사)

9 others 39 what if

10 search for 40 purpose

11 ask for 41 be aware of

12 by Ving 42 develop

13 environmentally 43 allow

14 product 44 communicate

15 resource 45 without

16
the 비교급 ~, the 비교
급

46 joy

17 positive 47 fee

18 review 48 for free

19 decide 49 weakness

20 however 50 improve

21 upset

22 such

23 negative

24 experience

25 fix

26 lender

27 regularly

28 exact

29 look after

30 owner

중3 능률 김성곤



제 6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ncern 31 negative

2 sitter 32 why don't we

3 take care of 33 by Ving

4
the 비교급 ~, the 비교
급

34 sharing economy

5 without 35 resource

6 others 36 whenever

7 though(부사) 37 purpose

8 communicate 38 exact

9 allow 39 owner

10 for free 40 fix

11 environmentally 41 lender

12 choose 42 ask for

13 fee 43 borrow

14 post 44 economy

15 such 45 joy

16 positive 46 product

17 look after 47 however

18 reliable 48 weakness

19 regularly 49 review

20 take part in 50 go Ving

21 upset

22 be aware of

23 neighbor

24 what if

25 decide

26 experience

27 improve

28 personal

29 search for

30 develop

중3 능률 김성곤



제 6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걱정 31 부정적인

2 돌봐주는 사람 32 ~해보는게 어때?

3 ~를 돌보다 33 ~함으로써

4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

다
34 공유경제

5 ~없이 35 자원

6 다른 사람들 36 ~할 때마다

7 그러나, 그래도 37 목적

8 의사소통하다 38 정확한

9 허락하다 39 주인

10 무료로, 공짜로 40 고치다, 해결하다

11 환경적으로 41 빌려 주는 사람

12 선택하다 42 ~을 요청하다

13 수수료, 요금 43 빌리다

14 게시물 44 경제

15 그러한; 매우 45 즐거움

16 긍정적인 46 제품

17 돌보다 47 그러나

18 믿을 수 있는 48 약점

19 정기적으로 49 후기

20 ~에 참여하다 50 ~하러 가다

21 화난

22 ~를 알다, 인지하다

23 이웃

24 만약 ~라면 어떨까

25 결정하다

26 경험(하다)

27 개선되다

28 개인적인

29 ~을 찾다

30 개발하다

중3 능률 김성곤



제 6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ncern 31 negative

2 sitter 32 why don't we

3 take care of 33 by Ving

4
the 비교급 ~, the 비교
급

34 sharing economy

5 without 35 resource

6 다른 사람들 36 ~할 때마다

7 그러나, 그래도 37 목적

8 의사소통하다 38 정확한

9 허락하다 39 주인

10 무료로, 공짜로 40 고치다, 해결하다

11 environmentally 41 lender

12 choose 42 ask for

13 fee 43 borrow

14 post 44 economy

15 such 45 joy

16 긍정적인 46 제품

17 돌보다 47 그러나

18 믿을 수 있는 48 약점

19 정기적으로 49 후기

20 ~에 참여하다 50 ~하러 가다

21 upset

22 be aware of

23 neighbor

24 what if

25 decide

26 경험(하다)

27 개선되다

28 개인적인

29 ~을 찾다

30 개발하다

중3 능률 김성곤



제 6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ncern 걱정 31 negative 부정적인

2 sitter 돌봐주는 사람 32 why don't we ~해보는게 어때?

3 take care of ~를 돌보다 33 by Ving ~함으로써

4
the 비교급 ~, the 비교
급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

다
34 sharing economy 공유경제

5 without ~없이 35 resource 자원

6 others 다른 사람들 36 whenever ~할 때마다

7 though(부사) 그러나, 그래도 37 purpose 목적

8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38 exact 정확한

9 allow 허락하다 39 owner 주인

10 for free 무료로, 공짜로 40 fix 고치다, 해결하다

11 environmentally 환경적으로 41 lender 빌려 주는 사람

12 choose 선택하다 42 ask for ~을 요청하다

13 fee 수수료, 요금 43 borrow 빌리다

14 post 게시물 44 economy 경제

15 such 그러한; 매우 45 joy 즐거움

16 positive 긍정적인 46 product 제품

17 look after 돌보다 47 however 그러나

18 reliable 믿을 수 있는 48 weakness 약점

19 regularly 정기적으로 49 review 후기

20 take part in ~에 참여하다 50 go Ving ~하러 가다

21 upset 화난

22 be aware of ~를 알다, 인지하다

23 neighbor 이웃

24 what if 만약 ~라면 어떨까

25 decide 결정하다

26 experience 경험(하다)

27 improve 개선되다

28 personal 개인적인

29 search for ~을 찾다

30 develop 개발하다

중3 능률 김성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