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ale 판매 31 hasty 성급한

2 become ~가 되다 32 greedy 탐욕스러운

3 however 그러나 33 compare 비교하다

4 enough 충분히, 충분한 34 description 설명, 묘사

5 savings account 예금 계좌 35 angle 각도

6 suddenly 갑자기 36 indoors 실내

7 almost 거의 37 scratch 스크래치, 긁힌 곳

8 maybe 아마도 38 few (부정어 느낌) 거의 ~없는

9 add 추가하다, 더하다 39 several 몇몇의

10 act 행동하다 40 sadly 슬프게도

11 take a photo 사진을 찍다 41 ask for ~을 요청하다

12 post 게시하다, 게시글 42 accept 받아들이다

13 comment 코멘트, 언급 43 at first 처음에

14 text 문자(를 보내다) 44 finally 마침내

15 shiny 빛나는, 윤기있는 45 hand over 넘겨주다

16 reply 대답 46 both A and B A,B 둘 다

17 advertisement 광고 47 a bit 약간, 조금

18 hit 조회 48 through ~를 통해서

19 the number of ~의 수 49 experience 경험

20 expectation 기대

21 whole 전체의

22 receive 받다

23 seem to V ~처럼 보이다

24 sink 가라앉다

25 wrong 잘못 된, 틀린

26 attractive 매력적인

27 search 검색하다

28 tip 조언

29 how to V ~하는 방법

30 realize 깨닫다

중3 YBM 송미정



제 6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ale 31 hasty

2 become 32 greedy

3 however 33 compare

4 enough 34 description

5 savings account 35 angle

6 suddenly 36 indoors

7 almost 37 scratch

8 maybe 38 few

9 add 39 several

10 act 40 sadly

11 take a photo 41 ask for

12 post 42 accept

13 comment 43 at first

14 text 44 finally

15 shiny 45 hand over

16 reply 46 both A and B

17 advertisement 47 a bit

18 hit 48 through

19 the number of 49 experience

20 expectation

21 whole

22 receive

23 seem to V

24 sink

25 wrong

26 attractive

27 search

28 tip

29 how to V

30 realize

중3 YBM 송미정



제 6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inally 31 comment

2 seem to V 32 become

3 search 33 angle

4 add 34 ask for

5 enough 35 savings account

6 wrong 36 realize

7 several 37 whole

8 scratch 38 few

9 act 39 the number of

10 description 40 accept

11 sale 41 sink

12 experience 42 however

13 reply 43 hand over

14 at first 44 attractive

15 greedy 45 almost

16 take a photo 46 receive

17 suddenly 47 shiny

18 hit 48 expectation

19 a bit 49 maybe

20 how to V

21 compare

22 through

23 advertisement

24 hasty

25 indoors

26 both A and B

27 tip

28 post

29 text

30 sadly

중3 YBM 송미정



제 6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마침내 31 코멘트, 언급

2 ~처럼 보이다 32 ~가 되다

3 검색하다 33 각도

4 추가하다, 더하다 34 ~을 요청하다

5 충분히, 충분한 35 예금 계좌

6 잘못 된, 틀린 36 깨닫다

7 몇몇의 37 전체의

8 스크래치, 긁힌 곳 38 (부정어 느낌) 거의 ~없는

9 행동하다 39 ~의 수

10 설명, 묘사 40 받아들이다

11 판매 41 가라앉다

12 경험 42 그러나

13 대답 43 넘겨주다

14 처음에 44 매력적인

15 탐욕스러운 45 거의

16 사진을 찍다 46 받다

17 갑자기 47 빛나는, 윤기있는

18 조회 48 기대

19 약간, 조금 49 아마도

20 ~하는 방법

21 비교하다

22 ~를 통해서

23 광고

24 성급한

25 실내

26 A,B 둘 다

27 조언

28 게시하다, 게시글

29 문자(를 보내다)

30 슬프게도

중3 YBM 송미정



제 6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inally 31 comment

2 seem to V 32 become

3 search 33 angle

4 add 34 ask for

5 enough 35 savings account

6 잘못 된, 틀린 36 깨닫다

7 몇몇의 37 전체의

8 스크래치, 긁힌 곳 38 (부정어 느낌) 거의 ~없는

9 행동하다 39 ~의 수

10 설명, 묘사 40 받아들이다

11 sale 41 sink

12 experience 42 however

13 reply 43 hand over

14 at first 44 attractive

15 greedy 45 almost

16 사진을 찍다 46 받다

17 갑자기 47 빛나는, 윤기있는

18 조회 48 기대

19 약간, 조금 49 아마도

20 ~하는 방법

21 compare

22 through

23 advertisement

24 hasty

25 indoors

26 A,B 둘 다

27 조언

28 게시하다, 게시글

29 문자(를 보내다)

30 슬프게도

중3 YBM 송미정



제 6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inally 마침내 31 comment 코멘트, 언급

2 seem to V ~처럼 보이다 32 become ~가 되다

3 search 검색하다 33 angle 각도

4 add 추가하다, 더하다 34 ask for ~을 요청하다

5 enough 충분히, 충분한 35 savings account 예금 계좌

6 wrong 잘못 된, 틀린 36 realize 깨닫다

7 several 몇몇의 37 whole 전체의

8 scratch 스크래치, 긁힌 곳 38 few (부정어 느낌) 거의 ~없는

9 act 행동하다 39 the number of ~의 수

10 description 설명, 묘사 40 accept 받아들이다

11 sale 판매 41 sink 가라앉다

12 experience 경험 42 however 그러나

13 reply 대답 43 hand over 넘겨주다

14 at first 처음에 44 attractive 매력적인

15 greedy 탐욕스러운 45 almost 거의

16 take a photo 사진을 찍다 46 receive 받다

17 suddenly 갑자기 47 shiny 빛나는, 윤기있는

18 hit 조회 48 expectation 기대

19 a bit 약간, 조금 49 maybe 아마도

20 how to V ~하는 방법

21 compare 비교하다

22 through ~를 통해서

23 advertisement 광고

24 hasty 성급한

25 indoors 실내

26 both A and B A,B 둘 다

27 tip 조언

28 post 게시하다, 게시글

29 text 문자(를 보내다)

30 sadly 슬프게도

중3 YBM 송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