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lossom(동사) (꽃) 피다 31 satisfaction 만족

2 chat 대화 32 solution 해결책

3 suffer from ~으로 고통 받다 33 attach 부착하다

4 awful 끔찍한 34 all-in-one
올인원(필요한 것들이 하나

에 모두 갖춰진)

5 separation 분리 35 everywhere 모든 곳에

6 anxiety 불안, 걱정 36 end up 결국 ~로 되다

7 become ~가 되다 37 lake 호수

8 upset 화난 38 ocean 해양, 바다

9 depressed 우울한 39 waste(명사) 폐기물, 쓰레기

10 whenever ~할 때마다 40 produce 만들어내다

11 alone 혼자 41 especially 특히

12 way 방법 42 be concerned about ~에 대해 걱정하다

13 connect 연결하다 43 bottle 병

14 necessity 필요 44 cut down on ~을 줄이다

15 invention 발명 45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16 one day 어느날 46 without ~없이

17 flash (번쩍) 떠오르다 47 laundry tablet 정제형 세탁세제

18 deliver 전달하다 48 chemistry 화학

19 suggest 제안하다 49 expert 전문가

20 put forward (생각 등을) 제안하다 50 receive 받다

21 product 제품 51 eco-friendly 환경 친화적인

22 develop 개발하다 52 recycling 재활용

23 fortunate 운이 좋은 53 reduce 줄이다

24 enough 충분히 54 not ~ at all 전혀 ~이 아닌

25 concept 개념, 콘셉트 55 grab 잡다, 움켜쥐다

26 invent 발명하다 56 rub 문지르다

27 device 장치, 도구 57 gently 부드럽게

28 lonely 외로운 58 around ~주변에

29 left 남겨진 59 way 방법

30 genuine 진짜의 60 solve 해결하다

중3 능률 양현권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ask for ~을 요청하다

62 others 다른 사람들

63 if necessary 만약 필요하다면

64 indeed 실제로, 사실

65 hard work 열심히 한 일, 노력

66 saying 격언

67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68 creativity 창의성

69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70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혁신적인

71 reality 현실

72 involve 포함하다

73 process 과정, 절차

중3 능률 양현권



제 6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lossom(동사) 31 satisfaction

2 chat 32 solution

3 suffer from 33 attach

4 awful 34 all-in-one

5 separation 35 everywhere

6 anxiety 36 end up

7 become 37 lake

8 upset 38 ocean

9 depressed 39 waste(명사)

10 whenever 40 produce

11 alone 41 especially

12 way 42 be concerned about

13 connect 43 bottle

14 necessity 44 cut down on

15 invention 45 keep Ving

16 one day 46 without

17 flash 47 laundry tablet

18 deliver 48 chemistry

19 suggest 49 expert

20 put forward 50 receive

21 product 51 eco-friendly

22 develop 52 recycling

23 fortunate 53 reduce

24 enough 54 not ~ at all

25 concept 55 grab

26 invent 56 rub

27 device 57 gently

28 lonely 58 around

29 left 59 way

30 genuine 60 solve

중3 능률 양현권



제 6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ask for

62 others

63 if necessary

64 indeed

65 hard work

66 saying

67 happen

68 creativity

69 turn A into B

70 imaginative

71 reality

72 involve

73 process

중3 능률 양현권



제 6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ot ~ at all 31 cut down on

2 one day 32 imaginative

3 product 33 others

4 if necessary 34 necessity

5 device 35 blossom(동사)

6 end up 36 produce

7 suffer from 37 suggest

8 lonely 38 awful

9 way 39 solution

10 enough 40 gently

11 recycling 41 laundry tablet

12 expert 42 hard work

13 way 43 ask for

14 invention 44 solve

15 depressed 45 receive

16 whenever 46 genuine

17 reduce 47 creativity

18 attach 48 ocean

19 fortunate 49 without

20 be concerned about 50 happen

21 waste(명사) 51 upset

22 eco-friendly 52 separation

23 alone 53 connect

24 satisfaction 54 become

25 saying 55 put forward

26 bottle 56 grab

27 around 57 involve

28 lake 58 keep Ving

29 turn A into B 59 develop

30 flash 60 concept

중3 능률 양현권



제 6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전혀 ~이 아닌 31 ~을 줄이다

2 어느날 32 상상력이 풍부한, 혁신적인

3 제품 33 다른 사람들

4 만약 필요하다면 34 필요

5 장치, 도구 35 (꽃) 피다

6 결국 ~로 되다 36 만들어내다

7 ~으로 고통 받다 37 제안하다

8 외로운 38 끔찍한

9 방법 39 해결책

10 충분히 40 부드럽게

11 재활용 41 정제형 세탁세제

12 전문가 42 열심히 한 일, 노력

13 방법 43 ~을 요청하다

14 발명 44 해결하다

15 우울한 45 받다

16 ~할 때마다 46 진짜의

17 줄이다 47 창의성

18 부착하다 48 해양, 바다

19 운이 좋은 49 ~없이

20 ~에 대해 걱정하다 50 일어나다, 발생하다

21 폐기물, 쓰레기 51 화난

22 환경 친화적인 52 분리

23 혼자 53 연결하다

24 만족 54 ~가 되다

25 격언 55 (생각 등을) 제안하다

26 병 56 잡다, 움켜쥐다

27 ~주변에 57 포함하다

28 호수 58 계속해서 ~하다

29 A를 B로 바꾸다 59 개발하다

30 (번쩍) 떠오르다 60 개념, 콘셉트

중3 능률 양현권



제 6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ot ~ at all 31 cut down on

2 one day 32 imaginative

3 product 33 others

4 if necessary 34 necessity

5 device 35 blossom(동사)

6 결국 ~로 되다 36 만들어내다

7 ~으로 고통 받다 37 제안하다

8 외로운 38 끔찍한

9 방법 39 해결책

10 충분히 40 부드럽게

11 recycling 41 laundry tablet

12 expert 42 hard work

13 way 43 ask for

14 invention 44 solve

15 depressed 45 receive

16 ~할 때마다 46 진짜의

17 줄이다 47 창의성

18 부착하다 48 해양, 바다

19 운이 좋은 49 ~없이

20 ~에 대해 걱정하다 50 일어나다, 발생하다

21 waste(명사) 51 upset

22 eco-friendly 52 separation

23 alone 53 connect

24 satisfaction 54 become

25 saying 55 put forward

26 병 56 잡다, 움켜쥐다

27 ~주변에 57 포함하다

28 호수 58 계속해서 ~하다

29 A를 B로 바꾸다 59 개발하다

30 (번쩍) 떠오르다 60 개념, 콘셉트

중3 능률 양현권



제 6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ot ~ at all 전혀 ~이 아닌 31 cut down on ~을 줄이다

2 one day 어느날 32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혁신적인

3 product 제품 33 others 다른 사람들

4 if necessary 만약 필요하다면 34 necessity 필요

5 device 장치, 도구 35 blossom(동사) (꽃) 피다

6 end up 결국 ~로 되다 36 produce 만들어내다

7 suffer from ~으로 고통 받다 37 suggest 제안하다

8 lonely 외로운 38 awful 끔찍한

9 way 방법 39 solution 해결책

10 enough 충분히 40 gently 부드럽게

11 recycling 재활용 41 laundry tablet 정제형 세탁세제

12 expert 전문가 42 hard work 열심히 한 일, 노력

13 way 방법 43 ask for ~을 요청하다

14 invention 발명 44 solve 해결하다

15 depressed 우울한 45 receive 받다

16 whenever ~할 때마다 46 genuine 진짜의

17 reduce 줄이다 47 creativity 창의성

18 attach 부착하다 48 ocean 해양, 바다

19 fortunate 운이 좋은 49 without ~없이

20 be concerned about ~에 대해 걱정하다 50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21 waste(명사) 폐기물, 쓰레기 51 upset 화난

22 eco-friendly 환경 친화적인 52 separation 분리

23 alone 혼자 53 connect 연결하다

24 satisfaction 만족 54 become ~가 되다

25 saying 격언 55 put forward (생각 등을) 제안하다

26 bottle 병 56 grab 잡다, 움켜쥐다

27 around ~주변에 57 involve 포함하다

28 lake 호수 58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29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59 develop 개발하다

30 flash (번쩍) 떠오르다 60 concept 개념, 콘셉트

중3 능률 양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