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atural 자연적인 31 experience 경험하다

2 beauty 아름다움 32 scary 무서운

3 lake 호수 33 wildly 거칠게

4 waterfall 폭포 34 already 이미, 벌써

5 main 주된 35 however 그러나

6 island 섬 36 national 국가적인

7 there is(are) ~가 있다 37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8 be covered with ~로 덮여있다 38 probably 아마도

9 all year round 1년 내내 39 agree 동의하다

10 amazed 놀란

11 hot spring 온천

12 surely 확실히, 분명히

13 appreciate (진가를) 알아보다

14 fruit 과일

15 a couple of 몇몇의

16 meaning 의미

17 grow 자라다

18 be known as ~로서 알려지다

19 native bird 토종 새

20 symbol 상징

21 throughout (시간) 내내, (장소) 도처에

22 become ~가 되다

23 confused 혼란스러운

24 several 몇몇의

25 native people 원주민

26 arrive 도착하다

27 society 사회

28 station 방송국

29 village 마을

30 visit 방문하다

중3 YBM 박준언



제 6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atural 31 experience

2 beauty 32 scary

3 lake 33 wildly

4 waterfall 34 already

5 main 35 however

6 island 36 national

7 there is(are) 37 all over the world

8 be covered with 38 probably

9 all year round 39 agree

10 amazed

11 hot spring

12 surely

13 appreciate

14 fruit

15 a couple of

16 meaning

17 grow

18 be known as

19 native bird

20 symbol

21 throughout

22 become

23 confused

24 several

25 native people

26 arrive

27 society

28 station

29 village

30 visit

중3 YBM 박준언



제 6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ymbol 31 scary

2 beauty 32 be covered with

3 village 33 there is(are)

4 confused 34 become

5 native bird 35 experience

6 meaning 36 appreciate

7 a couple of 37 already

8 waterfall 38 society

9 arrive 39 all over the world

10 visit

11 throughout

12 main

13 station

14 however

15 several

16 wildly

17 national

18 island

19 grow

20 amazed

21 native people

22 lake

23 hot spring

24 fruit

25 natural

26 surely

27 agree

28 be known as

29 probably

30 all year round

중3 YBM 박준언



제 6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상징 31 무서운

2 아름다움 32 ~로 덮여있다

3 마을 33 ~가 있다

4 혼란스러운 34 ~가 되다

5 토종 새 35 경험하다

6 의미 36 (진가를) 알아보다

7 몇몇의 37 이미, 벌써

8 폭포 38 사회

9 도착하다 39 전 세계

10 방문하다

11 (시간) 내내, (장소) 도처에

12 주된

13 방송국

14 그러나

15 몇몇의

16 거칠게

17 국가적인

18 섬

19 자라다

20 놀란

21 원주민

22 호수

23 온천

24 과일

25 자연적인

26 확실히, 분명히

27 동의하다

28 ~로서 알려지다

29 아마도

30 1년 내내

중3 YBM 박준언



제 6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ymbol 31 scary

2 beauty 32 be covered with

3 village 33 there is(are)

4 confused 34 become

5 native bird 35 experience

6 의미 36 (진가를) 알아보다

7 몇몇의 37 이미, 벌써

8 폭포 38 사회

9 도착하다 39 전 세계

10 방문하다

11 throughout

12 main

13 station

14 however

15 several

16 거칠게

17 국가적인

18 섬

19 자라다

20 놀란

21 native people

22 lake

23 hot spring

24 fruit

25 natural

26 확실히, 분명히

27 동의하다

28 ~로서 알려지다

29 아마도

30 1년 내내

중3 YBM 박준언



제 6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ymbol 상징 31 scary 무서운

2 beauty 아름다움 32 be covered with ~로 덮여있다

3 village 마을 33 there is(are) ~가 있다

4 confused 혼란스러운 34 become ~가 되다

5 native bird 토종 새 35 experience 경험하다

6 meaning 의미 36 appreciate (진가를) 알아보다

7 a couple of 몇몇의 37 already 이미, 벌써

8 waterfall 폭포 38 society 사회

9 arrive 도착하다 39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10 visit 방문하다

11 throughout (시간) 내내, (장소) 도처에

12 main 주된

13 station 방송국

14 however 그러나

15 several 몇몇의

16 wildly 거칠게

17 national 국가적인

18 island 섬

19 grow 자라다

20 amazed 놀란

21 native people 원주민

22 lake 호수

23 hot spring 온천

24 fruit 과일

25 natural 자연적인

26 surely 확실히, 분명히

27 agree 동의하다

28 be known as ~로서 알려지다

29 probably 아마도

30 all year round 1년 내내

중3 YBM 박준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