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ntique 골동품 31 what if 만약 ~라면 어떨까

2 furniture 가구 32 take out 꺼내다

3 be known for ~때문에 알려지다 33 saw 톱

4 secret 비밀 34 favor(명사) 호의

5 knock 두드리다 35 charge(동사) 청구하다

6 valuable 소중한, 가치 있는

7 take advantage of ~을 이용하다

8 cheaply (값)싸게

9 another 또 다른

10 visit 방문하다

11 owner 주인

12 take a look ~를 보다

13 living room 거실

14 priceless
값으로 매길수 없는, 아주

소중한

15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

16 almost 거의

17 fall over 넘어지다, 쓰러지다

18 lie-lied-lied 거짓말하다

19 with a straight face 정색하며, 시치미를 떼며

20 reproduction 복제품

21 worth 가치가 있는

22 pound (화폐 단위) 파운드

23 add 추가하다, 더하다

24 broken 부러진, 고장이 난

25 cut off 자르다

26 attach 부착하다, 붙이다

27 I am afraid 유감이지만

28 offer 제안

29 on one's way ~하는 길에, ~하는 도중에

30 cannot help Ving ~하지 않을 수 없다

중3 동아 윤정미



제 6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ntique 31 what if

2 furniture 32 take out

3 be known for 33 saw

4 secret 34 favor(명사)

5 knock 35 charge(동사)

6 valuable

7 take advantage of

8 cheaply

9 another

10 visit

11 owner

12 take a look

13 living room

14 priceless

15 so ~ that ~

16 almost

17 fall over

18 lie-lied-lied

19 with a straight face

20 reproduction

21 worth

22 pound

23 add

24 broken

25 cut off

26 attach

27 I am afraid

28 offer

29 on one's way

30 cannot help Ving

중3 동아 윤정미



제 6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valuable 31 take out

2 take a look 32 knock

3 charge(동사) 33 I am afraid

4 saw 34 add

5 offer 35 attach

6 pound

7 antique

8 reproduction

9 take advantage of

10 broken

11 furniture

12 lie-lied-lied

13 cheaply

14 on one's way

15 another

16 living room

17 be known for

18 fall over

19 secret

20 priceless

21 visit

22 cannot help Ving

23 so ~ that ~

24 with a straight face

25 owner

26 what if

27 almost

28 worth

29 favor(명사)

30 cut off

중3 동아 윤정미



제 6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소중한, 가치 있는 31 꺼내다

2 ~를 보다 32 두드리다

3 청구하다 33 유감이지만

4 톱 34 추가하다, 더하다

5 제안 35 부착하다, 붙이다

6 (화폐 단위) 파운드

7 골동품

8 복제품

9 ~을 이용하다

10 부러진, 고장이 난

11 가구

12 거짓말하다

13 (값)싸게

14 ~하는 길에, ~하는 도중에

15 또 다른

16 거실

17 ~때문에 알려지다

18 넘어지다, 쓰러지다

19 비밀

20
값으로 매길수 없는, 아주

소중한

21 방문하다

22 ~하지 않을 수 없다

23 너무 ~해서 ~하다

24 정색하며, 시치미를 떼며

25 주인

26 만약 ~라면 어떨까

27 거의

28 가치가 있는

29 호의

30 자르다

중3 동아 윤정미



제 6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valuable 31 take out

2 take a look 32 knock

3 charge(동사) 33 I am afraid

4 saw 34 add

5 offer 35 attach

6 (화폐 단위) 파운드

7 골동품

8 복제품

9 ~을 이용하다

10 부러진, 고장이 난

11 furniture

12 lie-lied-lied

13 cheaply

14 on one's way

15 another

16 거실

17 ~때문에 알려지다

18 넘어지다, 쓰러지다

19 비밀

20
값으로 매길수 없는, 아주

소중한

21 visit

22 cannot help Ving

23 so ~ that ~

24 with a straight face

25 owner

26 만약 ~라면 어떨까

27 거의

28 가치가 있는

29 호의

30 자르다

중3 동아 윤정미



제 6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valuable 소중한, 가치 있는 31 take out 꺼내다

2 take a look ~를 보다 32 knock 두드리다

3 charge(동사) 청구하다 33 I am afraid 유감이지만

4 saw 톱 34 add 추가하다, 더하다

5 offer 제안 35 attach 부착하다, 붙이다

6 pound (화폐 단위) 파운드

7 antique 골동품

8 reproduction 복제품

9 take advantage of ~을 이용하다

10 broken 부러진, 고장이 난

11 furniture 가구

12 lie-lied-lied 거짓말하다

13 cheaply (값)싸게

14 on one's way ~하는 길에, ~하는 도중에

15 another 또 다른

16 living room 거실

17 be known for ~때문에 알려지다

18 fall over 넘어지다, 쓰러지다

19 secret 비밀

20 priceless
값으로 매길수 없는, 아주

소중한

21 visit 방문하다

22 cannot help Ving ~하지 않을 수 없다

23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

24 with a straight face 정색하며, 시치미를 떼며

25 owner 주인

26 what if 만약 ~라면 어떨까

27 almost 거의

28 worth 가치가 있는

29 favor(명사) 호의

30 cut off 자르다

중3 동아 윤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