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assion 열정 31 such as ~와 같은

2 cook 요리사; 요리하다 32 in charge of ~를 책임지는

3 be known as ~로서 알려지다 33 pursue 추구하다, 따르다

4 of all time 역사상 34 thus 그러므로, 그래서

5 inventor 발명가 35 invent 발명하다

6 however 그러나 36 machine 기계

7 few (부정어 느낌) 거의 ~없는 37 crush 으깨다

8 creative 창의적인 38 device 장치, 도구

9 take charge of 책임지다, 돌보다 39 scare ~ away (무섭게 하여) 쫓아내다

10 completely 완전히 40 too ~ to V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11 artistic 예술적인 41 ask O to V
목적어가 ~하는 것을 요구

하다

12 dish 음식 42 grand 웅장한, 거대한

13 a few (긍정 느낌) 몇몇의 43 be based on
~을 기초로 하다, ~에 근거

하다

14 carrot 당근 44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

15 slice 조각 45 Jesus 예수님

16 decorate 장식하다 46 wall 벽

17 customer 고객 47 gladly 기쁘게

18 be used to 명사 ~에 익숙하다 48 take on 떠맡다

19 serving 1인분 49 spend 시간(돈) Ving 시간(돈)을 ~에 쓰다

20 as a result 그 결과 50 decide 결정하다

21 lose 잃어버리다 51 waste 낭비하다

22 innovative 혁신적인 52 yet 아직

23 put up 붙이다, 게시하다 53 complain 불평하다

24 uniquely 독특하게, 특별하게 54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25 soon 곧 55 throughout (시간) 내내, (장소) 도처에

26 appreciate (진가를) 알아내다 56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27 unfortunately 불행히도 57 now that ~이기 때문에

28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29 be given 받다

30 role 역할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6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assion 31 such as

2 cook 32 in charge of

3 be known as 33 pursue

4 of all time 34 thus

5 inventor 35 invent

6 however 36 machine

7 few 37 crush

8 creative 38 device

9 take charge of 39 scare ~ away

10 completely 40 too ~ to V

11 artistic 41 ask O to V

12 dish 42 grand

13 a few 43 be based on

14 carrot 44 the Last Supper

15 slice 45 Jesus

16 decorate 46 wall

17 customer 47 gladly

18 be used to 명사 48 take on

19 serving 49 spend 시간(돈) Ving

20 as a result 50 decide

21 lose 51 waste

22 innovative 52 yet

23 put up 53 complain

24 uniquely 54 although

25 soon 55 throughout

26 appreciate 56 not only A but also B

27 unfortunately 57 now that

28 happen

29 be given

30 role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6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ew 31 crush

2 customer 32 of all time

3 Jesus 33 scare ~ away

4 cook 34 wall

5 decorate 35 unfortunately

6 role 36 thus

7 take charge of 37 a few

8 innovative 38 be known as

9 gladly 39 throughout

10 decide 40 although

11 invent 41 carrot

12 as a result 42 artistic

13 inventor 43 be based on

14 completely 44 in charge of

15 too ~ to V 45 passion

16 grand 46 device

17 appreciate 47 waste

18 yet 48 not only A but also B

19 lose 49 spend 시간(돈) Ving

20 dish 50 happen

21 pursue 51 ask O to V

22 soon 52 put up

23 be given 53 slice

24 however 54 uniquely

25 such as 55 take on

26 machine 56 be used to 명사

27 serving 57 complain

28 now that

29 creative

30 the Last Supper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6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부정어 느낌) 거의 ~없는 31 으깨다

2 고객 32 역사상

3 예수님 33 (무섭게 하여) 쫓아내다

4 요리사; 요리하다 34 벽

5 장식하다 35 불행히도

6 역할 36 그러므로, 그래서

7 책임지다, 돌보다 37 (긍정 느낌) 몇몇의

8 혁신적인 38 ~로서 알려지다

9 기쁘게 39 (시간) 내내, (장소) 도처에

10 결정하다 40 비록 ~일지라도

11 발명하다 41 당근

12 그 결과 42 예술적인

13 발명가 43
~을 기초로 하다, ~에 근거

하다

14 완전히 44 ~를 책임지는

15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45 열정

16 웅장한, 거대한 46 장치, 도구

17 (진가를) 알아내다 47 낭비하다

18 아직 48 A뿐만 아니라 B도

19 잃어버리다 49 시간(돈)을 ~에 쓰다

20 음식 50 일어나다, 발생하다

21 추구하다, 따르다 51
목적어가 ~하는 것을 요구

하다

22 곧 52 붙이다, 게시하다

23 받다 53 조각

24 그러나 54 독특하게, 특별하게

25 ~와 같은 55 떠맡다

26 기계 56 ~에 익숙하다

27 1인분 57 불평하다

28 ~이기 때문에

29 창의적인

30 최후의 만찬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6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ew 31 crush

2 customer 32 of all time

3 Jesus 33 scare ~ away

4 cook 34 wall

5 decorate 35 unfortunately

6 역할 36 그러므로, 그래서

7 책임지다, 돌보다 37 (긍정 느낌) 몇몇의

8 혁신적인 38 ~로서 알려지다

9 기쁘게 39 (시간) 내내, (장소) 도처에

10 결정하다 40 비록 ~일지라도

11 invent 41 carrot

12 as a result 42 artistic

13 inventor 43 be based on

14 completely 44 in charge of

15 too ~ to V 45 passion

16 웅장한, 거대한 46 장치, 도구

17 (진가를) 알아내다 47 낭비하다

18 아직 48 A뿐만 아니라 B도

19 잃어버리다 49 시간(돈)을 ~에 쓰다

20 음식 50 일어나다, 발생하다

21 pursue 51 ask O to V

22 soon 52 put up

23 be given 53 slice

24 however 54 uniquely

25 such as 55 take on

26 기계 56 ~에 익숙하다

27 1인분 57 불평하다

28 ~이기 때문에

29 창의적인

30 최후의 만찬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6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ew (부정어 느낌) 거의 ~없는 31 crush 으깨다

2 customer 고객 32 of all time 역사상

3 Jesus 예수님 33 scare ~ away (무섭게 하여) 쫓아내다

4 cook 요리사; 요리하다 34 wall 벽

5 decorate 장식하다 35 unfortunately 불행히도

6 role 역할 36 thus 그러므로, 그래서

7 take charge of 책임지다, 돌보다 37 a few (긍정 느낌) 몇몇의

8 innovative 혁신적인 38 be known as ~로서 알려지다

9 gladly 기쁘게 39 throughout (시간) 내내, (장소) 도처에

10 decide 결정하다 40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11 invent 발명하다 41 carrot 당근

12 as a result 그 결과 42 artistic 예술적인

13 inventor 발명가 43 be based on
~을 기초로 하다, ~에 근거

하다

14 completely 완전히 44 in charge of ~를 책임지는

15 too ~ to V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45 passion 열정

16 grand 웅장한, 거대한 46 device 장치, 도구

17 appreciate (진가를) 알아내다 47 waste 낭비하다

18 yet 아직 48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19 lose 잃어버리다 49 spend 시간(돈) Ving 시간(돈)을 ~에 쓰다

20 dish 음식 50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21 pursue 추구하다, 따르다 51 ask O to V
목적어가 ~하는 것을 요구

하다

22 soon 곧 52 put up 붙이다, 게시하다

23 be given 받다 53 slice 조각

24 however 그러나 54 uniquely 독특하게, 특별하게

25 such as ~와 같은 55 take on 떠맡다

26 machine 기계 56 be used to 명사 ~에 익숙하다

27 serving 1인분 57 complain 불평하다

28 now that ~이기 때문에

29 creative 창의적인

30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

중3 미래엔 최연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