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31 break(명사) 휴식, 쉬는 시간

2 triathlon 철인 3종 경기 32 seem to V ~처럼 보이다

3 be held 개최되다 33 rest 휴식(을 취하다)

4 challenge (힘든) 도전 34 almost 거의

5 especially 특히 35 tell 알다

6 during ~동안에 36 thanks to ~덕분에

7 disease 질병 37 lesson 교훈

8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38 not ~ anymore 더 이상 ~가 아닌

9 still 여전히 39 instead 대신에

10 avoid 피하다 40 difficulty 어려움

11 hide 숨기다 41 overcome 극복하다

12 disability 장애 42 hardship 고난

13 blame 비난하다 43 each other 서로서로

14 sickness 질병, 아픔 44 continue 계속하다

15 courage 용기 45 bravely 용감하게

16 as well as ~뿐만 아니라 46 stand by A A옆에 서 있다

17 promise 약속하다

18 face(동사) 직면하다

19 bright side 밝은 면, 긍정적인 면

20 things 상황, 모든 것들

21 since then 그 때 이후로

22 journey 여행, 여정

23 participant 참가자

24 make way for
자리를 내어주다, 길을 열

어주다

25 touched 감동한

26 even 심지어

27 pass by 지나가다

28 cheer for 응원하다

29 endure 참다, 견디다

30 tiredness 피곤함

중3 금성 최인철



제 3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articipate in 31 break(명사)

2 triathlon 32 seem to V

3 be held 33 rest

4 challenge 34 almost

5 especially 35 tell

6 during 36 thanks to

7 disease 37 lesson

8 not only A but also B 38 not ~ anymore

9 still 39 instead

10 avoid 40 difficulty

11 hide 41 overcome

12 disability 42 hardship

13 blame 43 each other

14 sickness 44 continue

15 courage 45 bravely

16 as well as 46 stand by A

17 promise

18 face(동사)

19 bright side

20 things

21 since then

22 journey

23 participant

24 make way for

25 touched

26 even

27 pass by

28 cheer for

29 endure

30 tiredness

중3 금성 최인철



제 3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ot ~ anymore 31 as well as

2 lesson 32 hide

3 face(동사) 33 things

4 courage 34 during

5 disability 35 bravely

6 each other 36 hardship

7 since then 37 blame

8 pass by 38 tell

9 journey 39 almost

10 stand by A 40 still

11 avoid 41 endure

12 continue 42 triathlon

13 promise 43 seem to V

14 not only A but also B 44 challenge

15 cheer for 45 make way for

16 break(명사) 46 overcome

17 rest

18 instead

19 difficulty

20 participant

21 sickness

22 bright side

23 especially

24 thanks to

25 tiredness

26 be held

27 touched

28 disease

29 participate in

30 even

중3 금성 최인철



제 3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더 이상 ~가 아닌 31 ~뿐만 아니라

2 교훈 32 숨기다

3 직면하다 33 상황, 모든 것들

4 용기 34 ~동안에

5 장애 35 용감하게

6 서로서로 36 고난

7 그 때 이후로 37 비난하다

8 지나가다 38 알다

9 여행, 여정 39 거의

10 A옆에 서 있다 40 여전히

11 피하다 41 참다, 견디다

12 계속하다 42 철인 3종 경기

13 약속하다 43 ~처럼 보이다

14 A뿐만 아니라 B도 44 (힘든) 도전

15 응원하다 45
자리를 내어주다, 길을 열

어주다

16 휴식, 쉬는 시간 46 극복하다

17 휴식(을 취하다)

18 대신에

19 어려움

20 참가자

21 질병, 아픔

22 밝은 면, 긍정적인 면

23 특히

24 ~덕분에

25 피곤함

26 개최되다

27 감동한

28 질병

29 ~에 참여하다

30 심지어

중3 금성 최인철



제 3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ot ~ anymore 31 as well as

2 lesson 32 hide

3 face(동사) 33 things

4 courage 34 during

5 disability 35 bravely

6 서로서로 36 고난

7 그 때 이후로 37 비난하다

8 지나가다 38 알다

9 여행, 여정 39 거의

10 A옆에 서 있다 40 여전히

11 avoid 41 endure

12 continue 42 triathlon

13 promise 43 seem to V

14 not only A but also B 44 challenge

15 cheer for 45 make way for

16 휴식, 쉬는 시간 46 극복하다

17 휴식(을 취하다)

18 대신에

19 어려움

20 참가자

21 sickness

22 bright side

23 especially

24 thanks to

25 tiredness

26 개최되다

27 감동한

28 질병

29 ~에 참여하다

30 심지어

중3 금성 최인철



제 3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ot ~ anymore 더 이상 ~가 아닌 31 as well as ~뿐만 아니라

2 lesson 교훈 32 hide 숨기다

3 face(동사) 직면하다 33 things 상황, 모든 것들

4 courage 용기 34 during ~동안에

5 disability 장애 35 bravely 용감하게

6 each other 서로서로 36 hardship 고난

7 since then 그 때 이후로 37 blame 비난하다

8 pass by 지나가다 38 tell 알다

9 journey 여행, 여정 39 almost 거의

10 stand by A A옆에 서 있다 40 still 여전히

11 avoid 피하다 41 endure 참다, 견디다

12 continue 계속하다 42 triathlon 철인 3종 경기

13 promise 약속하다 43 seem to V ~처럼 보이다

14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44 challenge (힘든) 도전

15 cheer for 응원하다 45 make way for
자리를 내어주다, 길을 열

어주다

16 break(명사) 휴식, 쉬는 시간 46 overcome 극복하다

17 rest 휴식(을 취하다)

18 instead 대신에

19 difficulty 어려움

20 participant 참가자

21 sickness 질병, 아픔

22 bright side 밝은 면, 긍정적인 면

23 especially 특히

24 thanks to ~덕분에

25 tiredness 피곤함

26 be held 개최되다

27 touched 감동한

28 disease 질병

29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30 even 심지어

중3 금성 최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