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mazing 놀라운 31 into
(변화의 결과 전치사) ~으

로

2 think of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생각하

다
32 be made of ~로 만들어지다

3 traditional 전통적인 33 save 구하다

4 however 그러나 34 disease 질병

5 there is(are) ~가 있다 35 plant(동사) (식물 등을) 심다

6 unique 독특한 36 water(동사) 물을 주다

7 around ~주변에 37 produce 만들어내다

8 a few 몇몇의 38 secret 비밀

9 actually 사실 39 seed 씨앗

10 register 등록하다 40 each 각각의

11 find out 찾아내다, 알아내다 41 publisher 출판업자

12 a number of 많은 42 Argentina 아르헨티나

13 share 공유하다 43 though 비록 ~일지라도

14 leave 남겨두다 44 not ~ anymore 더 이상 ~가 아닌

15 public 공공의 45 would like to V ~하고 싶다

16 report 보고하다 46 imagination 상상력

17 this way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

로
47 become ~가 되다

18 whole 전체의

19 library 도서관

20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21 drinkable 마실 수 있는

22 tiny 작은

23 town 마을

24 provide 제공하다

25 both A and B A,B 둘 다

26 tool 도구

27 necessary 필요한

28 filter 필터; 거르다

29 tear out 찢다

30 pour 쏟아 붓다

중3 천재 정사열



제 6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mazing 31 into

2 think of A as B 32 be made of

3 traditional 33 save

4 however 34 disease

5 there is(are) 35 plant(동사)

6 unique 36 water(동사)

7 around 37 produce

8 a few 38 secret

9 actually 39 seed

10 register 40 each

11 find out 41 publisher

12 a number of 42 Argentina

13 share 43 though

14 leave 44 not ~ anymore

15 public 45 would like to V

16 report 46 imagination

17 this way 47 become

18 whole

19 library

20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21 drinkable

22 tiny

23 town

24 provide

25 both A and B

26 tool

27 necessary

28 filter

29 tear out

30 pour

중3 천재 정사열



제 6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hough 31 register

2 Argentina 32 each

3 filter 33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4 publisher 34 become

5 secret 35 tiny

6 imagination 36 library

7 traditional 37 disease

8 amazing 38 plant(동사)

9 not ~ anymore 39 this way

10 provide 40 necessary

11 around 41 produce

12 however 42 think of A as B

13 leave 43 report

14 share 44 pour

15 find out 45 tool

16 a few 46 public

17 into 47 a number of

18 would like to V

19 town

20 drinkable

21 actually

22 there is(are)

23 be made of

24 unique

25 seed

26 whole

27 water(동사)

28 both A and B

29 save

30 tear out

중3 천재 정사열



제 6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비록 ~일지라도 31 등록하다

2 아르헨티나 32 각각의

3 필터; 거르다 33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4 출판업자 34 ~가 되다

5 비밀 35 작은

6 상상력 36 도서관

7 전통적인 37 질병

8 놀라운 38 (식물 등을) 심다

9 더 이상 ~가 아닌 39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

로

10 제공하다 40 필요한

11 ~주변에 41 만들어내다

12 그러나 42
A를 B로 간주하다, 생각하

다

13 남겨두다 43 보고하다

14 공유하다 44 쏟아 붓다

15 찾아내다, 알아내다 45 도구

16 몇몇의 46 공공의

17
(변화의 결과 전치사) ~으

로
47 많은

18 ~하고 싶다

19 마을

20 마실 수 있는

21 사실

22 ~가 있다

23 ~로 만들어지다

24 독특한

25 씨앗

26 전체의

27 물을 주다

28 A,B 둘 다

29 구하다

30 찢다

중3 천재 정사열



제 6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hough 31 register

2 Argentina 32 each

3 filter 33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4 publisher 34 become

5 secret 35 tiny

6 상상력 36 도서관

7 전통적인 37 질병

8 놀라운 38 (식물 등을) 심다

9 더 이상 ~가 아닌 39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

로

10 제공하다 40 필요한

11 around 41 produce

12 however 42 think of A as B

13 leave 43 report

14 share 44 pour

15 find out 45 tool

16 몇몇의 46 공공의

17
(변화의 결과 전치사) ~으

로
47 많은

18 ~하고 싶다

19 마을

20 마실 수 있는

21 actually

22 there is(are)

23 be made of

24 unique

25 seed

26 전체의

27 물을 주다

28 A,B 둘 다

29 구하다

30 찢다

중3 천재 정사열



제 6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hough 비록 ~일지라도 31 register 등록하다

2 Argentina 아르헨티나 32 each 각각의

3 filter 필터; 거르다 33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4 publisher 출판업자 34 become ~가 되다

5 secret 비밀 35 tiny 작은

6 imagination 상상력 36 library 도서관

7 traditional 전통적인 37 disease 질병

8 amazing 놀라운 38 plant(동사) (식물 등을) 심다

9 not ~ anymore 더 이상 ~가 아닌 39 this way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

로

10 provide 제공하다 40 necessary 필요한

11 around ~주변에 41 produce 만들어내다

12 however 그러나 42 think of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생각하

다

13 leave 남겨두다 43 report 보고하다

14 share 공유하다 44 pour 쏟아 붓다

15 find out 찾아내다, 알아내다 45 tool 도구

16 a few 몇몇의 46 public 공공의

17 into
(변화의 결과 전치사) ~으

로
47 a number of 많은

18 would like to V ~하고 싶다

19 town 마을

20 drinkable 마실 수 있는

21 actually 사실

22 there is(are) ~가 있다

23 be made of ~로 만들어지다

24 unique 독특한

25 seed 씨앗

26 whole 전체의

27 water(동사) 물을 주다

28 both A and B A,B 둘 다

29 save 구하다

30 tear out 찢다

중3 천재 정사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