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roverb 속담 31 grab 잡다, 움켜쥐다

2 upside down 거꾸로 32 another 또 다른

3 every now and then 때때로 33 saying 속담, 격언

4 wisdom 지혜 34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쇠뿔도 단김에 빼라

5 influence 영향을 끼치다 35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도 멀어진다.

6 for example 예를 들어 36 forget-forgot-forgotten 잊다

7 the following 뒤에 나오는 것 37 near ~근처에

8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38 close(형용사) 가까운, 친한

9 instead of ~대신에 39 keep in touch 연락하고 지내다

10 however 그러나 40 less 더 적은, 덜

11 opinion 의견 41 stop Ving ~하던 것을 멈추다

12 others 다른 사람들 42 each other 서로서로

13 natural 자연스러운, 당연한 43 disagree 반대하다

14 take a look at ~를 보다 44 neighbor 이웃

15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다. 45 since 그 이후로

16 Look before you leap.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

라.
46 still 여전히

17 in front of ~앞에 47 miss 그리워하다

18 decision 결정 48 go by 지나가다

19 totally 완전히 49 quality 질, 특징

20 agree 동의하다 50 wrong 잘못 된, 틀린

21 decide 결정하다

22 result 결과

23 think over 심사숙고하다

24 regret 후회하다

25 without ~없이

26 it takes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27 fix 고치다, 바로잡다

28 post 게시하다

29 opportunity 기회

30 there is(are) ~가 있다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6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roverb 31 grab

2 upside down 32 another

3 every now and then 33 saying

4 wisdom 34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5 influence 35
Out of sight, out of
mind.

6 for example 36 forget-forgot-forgotten

7 the following 37 near

8 try to V 38 close(형용사)

9 instead of 39 keep in touch

10 however 40 less

11 opinion 41 stop Ving

12 others 42 each other

13 natural 43 disagree

14 take a look at 44 neighbor

15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45 since

16 Look before you leap. 46 still

17 in front of 47 miss

18 decision 48 go by

19 totally 49 quality

20 agree 50 wrong

21 decide

22 result

23 think over

24 regret

25 without

26 it takes

27 fix

28 post

29 opportunity

30 there is(are)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6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nother 31 neighbor

2 grab 32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3 go by 33 decision

4 opportunity 34 keep in touch

5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35 agree

6 forget-forgot-forgotten 36 less

7 post 37 fix

8 natural 38 there is(are)

9 saying 39 each other

10 try to V 40 it takes

11
Out of sight, out of
mind.

41 disagree

12 for example 42 close(형용사)

13 decide 43 miss

14 however 44 the following

15 still 45 influence

16 every now and then 46 instead of

17 stop Ving 47 totally

18 take a look at 48 in front of

19 upside down 49 wrong

20 since 50 result

21 proverb

22 without

23 others

24 quality

25 near

26 opinion

27 wisdom

28 think over

29 Look before you leap.

30 regret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6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또 다른 31 이웃

2 잡다, 움켜쥐다 32 쇠뿔도 단김에 빼라

3 지나가다 33 결정

4 기회 34 연락하고 지내다

5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다. 35 동의하다

6 잊다 36 더 적은, 덜

7 게시하다 37 고치다, 바로잡다

8 자연스러운, 당연한 38 ~가 있다

9 속담, 격언 39 서로서로

10 ~하려고 노력하다 40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11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도 멀어진다.
41 반대하다

12 예를 들어 42 가까운, 친한

13 결정하다 43 그리워하다

14 그러나 44 뒤에 나오는 것

15 여전히 45 영향을 끼치다

16 때때로 46 ~대신에

17 ~하던 것을 멈추다 47 완전히

18 ~를 보다 48 ~앞에

19 거꾸로 49 잘못 된, 틀린

20 그 이후로 50 결과

21 속담

22 ~없이

23 다른 사람들

24 질, 특징

25 ~근처에

26 의견

27 지혜

28 심사숙고하다

29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

라.

30 후회하다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6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nother 31 neighbor

2 grab 32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3 go by 33 decision

4 opportunity 34 keep in touch

5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35 agree

6 잊다 36 더 적은, 덜

7 게시하다 37 고치다, 바로잡다

8 자연스러운, 당연한 38 ~가 있다

9 속담, 격언 39 서로서로

10 ~하려고 노력하다 40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11
Out of sight, out of
mind.

41 disagree

12 for example 42 close(형용사)

13 decide 43 miss

14 however 44 the following

15 still 45 influence

16 때때로 46 ~대신에

17 ~하던 것을 멈추다 47 완전히

18 ~를 보다 48 ~앞에

19 거꾸로 49 잘못 된, 틀린

20 그 이후로 50 결과

21 proverb

22 without

23 others

24 quality

25 near

26 의견

27 지혜

28 심사숙고하다

29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

라.

30 후회하다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6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nother 또 다른 31 neighbor 이웃

2 grab 잡다, 움켜쥐다 32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쇠뿔도 단김에 빼라

3 go by 지나가다 33 decision 결정

4 opportunity 기회 34 keep in touch 연락하고 지내다

5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다. 35 agree 동의하다

6 forget-forgot-forgotten 잊다 36 less 더 적은, 덜

7 post 게시하다 37 fix 고치다, 바로잡다

8 natural 자연스러운, 당연한 38 there is(are) ~가 있다

9 saying 속담, 격언 39 each other 서로서로

10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40 it takes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11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도 멀어진다.
41 disagree 반대하다

12 for example 예를 들어 42 close(형용사) 가까운, 친한

13 decide 결정하다 43 miss 그리워하다

14 however 그러나 44 the following 뒤에 나오는 것

15 still 여전히 45 influence 영향을 끼치다

16 every now and then 때때로 46 instead of ~대신에

17 stop Ving ~하던 것을 멈추다 47 totally 완전히

18 take a look at ~를 보다 48 in front of ~앞에

19 upside down 거꾸로 49 wrong 잘못 된, 틀린

20 since 그 이후로 50 result 결과

21 proverb 속담

22 without ~없이

23 others 다른 사람들

24 quality 질, 특징

25 near ~근처에

26 opinion 의견

27 wisdom 지혜

28 think over 심사숙고하다

29 Look before you leap.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

라.

30 regret 후회하다

중3 지학사 민찬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