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act 사실 31 surface 표면

2 nature 자연 32 as a result 그 결과

3 wonder(명사) 놀라운 것 33 cause(명사) 원인

4 these days 요즘 34 death 죽음

5 scientific 과학적인 35 thirst 목마름

6 through ~를 통해서 36 in fact 사실

7 however 그러나 37 flood 홍수

8 still 여전히 38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9 not ~ at all 전혀 ~이 아닌 39 there is(are) ~가 있다

10 wrong 잘못 된, 틀린 40 flow 흐르다; 흐름

11 gather 모으다 41 since ~때문에

12 explain 설명하다 42 prepare 준비하다

13 find out 찾아내다, 알아내다 43 nearly 거의

14 mystery 미스터리 44 highway 고속도로

15 clownfish (물고기) 흰동가리 45 space 우주

16 lost 길을 잃은 46 empty 빈, 비어 있는

17 seem to V ~처럼 보이다 47 gravity 중력

18 turn into ~로 바뀌다 48 each 각각의

19 determine 결정하다 49 planet 행성

20 gender 성별 50 interact with ~와 상호작용하다

21 in the beginning 처음에 51 each other 서로서로

22 male 수컷 52 mixed 혼합된

23 school (물고기 등의) 떼, 무리 53 interaction 상호작용

24 be made up of ~로 구성되다 54 interfere with ~를 방해하다

25 female 암컷 55 flight 비행

26 usually 보통, 대개 56 spaceship 우주선

27 enough 충분히 57 research 연구, 조사

28 desert 사막 58 announce 발표하다

29 lifeless 생명이 없는 59 path 길

30 amount 양 60 interference 방해, 간섭

중3 금성 최인철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along ~를 따라서

62 maximum 최대(의)

63 allow 허락하다

64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65 efficiently 효율적으로

66 by Ving ~함으로써

중3 금성 최인철



제 6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act 31 surface

2 nature 32 as a result

3 wonder(명사) 33 cause(명사)

4 these days 34 death

5 scientific 35 thirst

6 through 36 in fact

7 however 37 flood

8 still 38 although

9 not ~ at all 39 there is(are)

10 wrong 40 flow

11 gather 41 since

12 explain 42 prepare

13 find out 43 nearly

14 mystery 44 highway

15 clownfish 45 space

16 lost 46 empty

17 seem to V 47 gravity

18 turn into 48 each

19 determine 49 planet

20 gender 50 interact with

21 in the beginning 51 each other

22 male 52 mixed

23 school 53 interaction

24 be made up of 54 interfere with

25 female 55 flight

26 usually 56 spaceship

27 enough 57 research

28 desert 58 announce

29 lifeless 59 path

30 amount 60 interference

중3 금성 최인철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along

62 maximum

63 allow

64 not only A but also B

65 efficiently

66 by Ving

중3 금성 최인철



제 6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till 31 not ~ at all

2 in the beginning 32 amount

3 each 33 flight

4 these days 34 highway

5 space 35 efficiently

6 interact with 36 not only A but also B

7 male 37 although

8 flood 38 allow

9 gather 39 surface

10 scientific 40 death

11 interaction 41 desert

12 as a result 42 spaceship

13 flow 43 each other

14 turn into 44 explain

15 interference 45 wonder(명사)

16 gender 46 clownfish

17 thirst 47 nearly

18 announce 48 seem to V

19 there is(are) 49 find out

20 enough 50 in fact

21 usually 51 through

22 maximum 52 mystery

23 path 53 gravity

24 mixed 54 fact

25 research 55 planet

26 however 56 interfere with

27 prepare 57 by Ving

28 be made up of 58 since

29 empty 59 female

30 determine 60 lost

중3 금성 최인철



제 6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여전히 31 전혀 ~이 아닌

2 처음에 32 양

3 각각의 33 비행

4 요즘 34 고속도로

5 우주 35 효율적으로

6 ~와 상호작용하다 36 A뿐만 아니라 B도

7 수컷 37 비록 ~일지라도

8 홍수 38 허락하다

9 모으다 39 표면

10 과학적인 40 죽음

11 상호작용 41 사막

12 그 결과 42 우주선

13 흐르다; 흐름 43 서로서로

14 ~로 바뀌다 44 설명하다

15 방해, 간섭 45 놀라운 것

16 성별 46 (물고기) 흰동가리

17 목마름 47 거의

18 발표하다 48 ~처럼 보이다

19 ~가 있다 49 찾아내다, 알아내다

20 충분히 50 사실

21 보통, 대개 51 ~를 통해서

22 최대(의) 52 미스터리

23 길 53 중력

24 혼합된 54 사실

25 연구, 조사 55 행성

26 그러나 56 ~를 방해하다

27 준비하다 57 ~함으로써

28 ~로 구성되다 58 ~때문에

29 빈, 비어 있는 59 암컷

30 결정하다 60 길을 잃은

중3 금성 최인철



제 6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till 31 not ~ at all

2 in the beginning 32 amount

3 each 33 flight

4 these days 34 highway

5 space 35 efficiently

6 ~와 상호작용하다 36 A뿐만 아니라 B도

7 수컷 37 비록 ~일지라도

8 홍수 38 허락하다

9 모으다 39 표면

10 과학적인 40 죽음

11 interaction 41 desert

12 as a result 42 spaceship

13 flow 43 each other

14 turn into 44 explain

15 interference 45 wonder(명사)

16 성별 46 (물고기) 흰동가리

17 목마름 47 거의

18 발표하다 48 ~처럼 보이다

19 ~가 있다 49 찾아내다, 알아내다

20 충분히 50 사실

21 usually 51 through

22 maximum 52 mystery

23 path 53 gravity

24 mixed 54 fact

25 research 55 planet

26 그러나 56 ~를 방해하다

27 준비하다 57 ~함으로써

28 ~로 구성되다 58 ~때문에

29 빈, 비어 있는 59 암컷

30 결정하다 60 길을 잃은

중3 금성 최인철



제 6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till 여전히 31 not ~ at all 전혀 ~이 아닌

2 in the beginning 처음에 32 amount 양

3 each 각각의 33 flight 비행

4 these days 요즘 34 highway 고속도로

5 space 우주 35 efficiently 효율적으로

6 interact with ~와 상호작용하다 36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7 male 수컷 37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8 flood 홍수 38 allow 허락하다

9 gather 모으다 39 surface 표면

10 scientific 과학적인 40 death 죽음

11 interaction 상호작용 41 desert 사막

12 as a result 그 결과 42 spaceship 우주선

13 flow 흐르다; 흐름 43 each other 서로서로

14 turn into ~로 바뀌다 44 explain 설명하다

15 interference 방해, 간섭 45 wonder(명사) 놀라운 것

16 gender 성별 46 clownfish (물고기) 흰동가리

17 thirst 목마름 47 nearly 거의

18 announce 발표하다 48 seem to V ~처럼 보이다

19 there is(are) ~가 있다 49 find out 찾아내다, 알아내다

20 enough 충분히 50 in fact 사실

21 usually 보통, 대개 51 through ~를 통해서

22 maximum 최대(의) 52 mystery 미스터리

23 path 길 53 gravity 중력

24 mixed 혼합된 54 fact 사실

25 research 연구, 조사 55 planet 행성

26 however 그러나 56 interfere with ~를 방해하다

27 prepare 준비하다 57 by Ving ~함으로써

28 be made up of ~로 구성되다 58 since ~때문에

29 empty 빈, 비어 있는 59 female 암컷

30 determine 결정하다 60 lost 길을 잃은

중3 금성 최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