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xperience 경험 31 print out 출력하다

2 foreign 외국의 32 work(동사)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3 requirement
필수수업, 요구조건, 필수

사항
33 own(형용사) 자신의

4 for fun 재미로 34 full of ~로 가득찬

5 in any case 어떤 경우라도 35 language 언어

6 everywhere 모든 곳에 36 because of ~때문에

7 favorite 좋아하는 37 interesting 흥미로운

8 that(부사) (강조) 그렇게 38 however 그러나

9 improve 향상시키다 39 learn 배우다, 알다

10 practice 연습하다 40 match (운동) 경기

11 Spanish 스페인의, 스페인어 41 tip 조언

12 familiar 친근한 42 club 동아리

13 suggest 제안하다 43 often 자주, 종종

14 get used to + 명사 ~에 익숙해지다 44 message 메시지

15 try Ving (시험삼아) 해보다 45 there is(are) ~가 있다

16 vocabulary 어휘 46 remember 기억하다

17 memorize 암기하다, 외우다 47 hard 어려운

18 why don't you ~하는 게 어때? 48 much (비교급 강조) 훨씬

19 review 후기

20 no more 더 이상 ~이 없는

21 subtitle 자막

22 perform 공연하다

23 without ~없이

24 translation 번역

25 though(부사) 그러나, 그래도

26 motivate 동기를 주다

27 one another 서로서로

28 translate 번역하다

29 post 게시하다; 게시물

30 recommend 추천하다

중3 능률 김성곤



제 1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xperience 31 print out

2 foreign 32 work(동사)

3 requirement 33 own(형용사)

4 for fun 34 full of

5 in any case 35 language

6 everywhere 36 because of

7 favorite 37 interesting

8 that(부사) 38 however

9 improve 39 learn

10 practice 40 match

11 Spanish 41 tip

12 familiar 42 club

13 suggest 43 often

14 get used to + 명사 44 message

15 try Ving 45 there is(are)

16 vocabulary 46 remember

17 memorize 47 hard

18 why don't you 48 much

19 review

20 no more

21 subtitle

22 perform

23 without

24 translation

25 though(부사)

26 motivate

27 one another

28 translate

29 post

30 recommend

중3 능률 김성곤



제 1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panish 31 club

2 learn 32 improve

3 familiar 33 favorite

4 tip 34 without

5 no more 35 foreign

6 remember 36 suggest

7 however 37 one another

8 full of 38 for fun

9 because of 39 get used to + 명사

10 there is(are) 40 work(동사)

11 everywhere 41 though(부사)

12 subtitle 42 try Ving

13 often 43 requirement

14 language 44 own(형용사)

15 print out 45 why don't you

16 in any case 46 motivate

17 that(부사) 47 memorize

18 recommend 48 interesting

19 perform

20 match

21 post

22 much

23 message

24 translation

25 vocabulary

26 translate

27 experience

28 practice

29 review

30 hard

중3 능률 김성곤



제 1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스페인의, 스페인어 31 동아리

2 배우다, 알다 32 향상시키다

3 친근한 33 좋아하는

4 조언 34 ~없이

5 더 이상 ~이 없는 35 외국의

6 기억하다 36 제안하다

7 그러나 37 서로서로

8 ~로 가득찬 38 재미로

9 ~때문에 39 ~에 익숙해지다

10 ~가 있다 40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11 모든 곳에 41 그러나, 그래도

12 자막 42 (시험삼아) 해보다

13 자주, 종종 43
필수수업, 요구조건, 필수

사항

14 언어 44 자신의

15 출력하다 45 ~하는 게 어때?

16 어떤 경우라도 46 동기를 주다

17 (강조) 그렇게 47 암기하다, 외우다

18 추천하다 48 흥미로운

19 공연하다

20 (운동) 경기

21 게시하다; 게시물

22 (비교급 강조) 훨씬

23 메시지

24 번역

25 어휘

26 번역하다

27 경험

28 연습하다

29 후기

30 어려운

중3 능률 김성곤



제 1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panish 31 club

2 learn 32 improve

3 familiar 33 favorite

4 tip 34 without

5 no more 35 foreign

6 기억하다 36 제안하다

7 그러나 37 서로서로

8 ~로 가득찬 38 재미로

9 ~때문에 39 ~에 익숙해지다

10 ~가 있다 40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11 everywhere 41 though(부사)

12 subtitle 42 try Ving

13 often 43 requirement

14 language 44 own(형용사)

15 print out 45 why don't you

16 어떤 경우라도 46 동기를 주다

17 (강조) 그렇게 47 암기하다, 외우다

18 추천하다 48 흥미로운

19 공연하다

20 (운동) 경기

21 post

22 much

23 message

24 translation

25 vocabulary

26 번역하다

27 경험

28 연습하다

29 후기

30 어려운

중3 능률 김성곤



제 1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panish 스페인의, 스페인어 31 club 동아리

2 learn 배우다, 알다 32 improve 향상시키다

3 familiar 친근한 33 favorite 좋아하는

4 tip 조언 34 without ~없이

5 no more 더 이상 ~이 없는 35 foreign 외국의

6 remember 기억하다 36 suggest 제안하다

7 however 그러나 37 one another 서로서로

8 full of ~로 가득찬 38 for fun 재미로

9 because of ~때문에 39 get used to + 명사 ~에 익숙해지다

10 there is(are) ~가 있다 40 work(동사)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11 everywhere 모든 곳에 41 though(부사) 그러나, 그래도

12 subtitle 자막 42 try Ving (시험삼아) 해보다

13 often 자주, 종종 43 requirement
필수수업, 요구조건, 필수

사항

14 language 언어 44 own(형용사) 자신의

15 print out 출력하다 45 why don't you ~하는 게 어때?

16 in any case 어떤 경우라도 46 motivate 동기를 주다

17 that(부사) (강조) 그렇게 47 memorize 암기하다, 외우다

18 recommend 추천하다 48 interesting 흥미로운

19 perform 공연하다

20 match (운동) 경기

21 post 게시하다; 게시물

22 much (비교급 강조) 훨씬

23 message 메시지

24 translation 번역

25 vocabulary 어휘

26 translate 번역하다

27 experience 경험

28 practice 연습하다

29 review 후기

30 hard 어려운

중3 능률 김성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