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ehind ~뒤에 31 as 원급 as ~만큼 ~한

2 hidden 숨겨진 32 therefore 그래서, 그러므로

3 trophy 트로피 33 harmony 조화

4 on one's own 스스로 34 mountain climbing 등산, 등반

5 attention 관심, 집중 35 tribe 부족

6 however 그러나 36 eastern 동쪽의

7 example 예 37 have difficulty V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8 marathon 마라톤 38 little 거의 ~없는

9 experienced 경험이 많은, 능숙한 39 breathe 숨쉬다

10 job 일 40 hire (사람을) 고용하다

11 manage 관리하다 41 support 지원하다

12 several 몇몇의 42 put up 설치하다

13 each 각각의 43 carry 나르다, 운반하다

14 usually 보통, 대개 44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15 flag 깃발

16 balloon 풍선

17 choose 선택하다

18 depending on ~에 따라서, ~에 의존해서

19 target 목표

20 follow 따라가다

21 keep track of 추적하다, 파악하다

22 achieve 성취하다

23 goal 목표

24 particular 특별한, 특정한, 상세한

25 in short 짧게 말해서

26 others 다른 사람들

27 during ~동안에

28 main 주된

29 especially 특히

30 wear out 닳다

중3 동아 윤정미



제 5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ehind 31 as 원급 as

2 hidden 32 therefore

3 trophy 33 harmony

4 on one's own 34 mountain climbing

5 attention 35 tribe

6 however 36 eastern

7 example 37 have difficulty Ving

8 marathon 38 little

9 experienced 39 breathe

10 job 40 hire

11 manage 41 support

12 several 42 put up

13 each 43 carry

14 usually 44 invisible

15 flag

16 balloon

17 choose

18 depending on

19 target

20 follow

21 keep track of

22 achieve

23 goal

24 particular

25 in short

26 others

27 during

28 main

29 especially

30 wear out

중3 동아 윤정미



제 5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armony 31 follow

2 keep track of 32 balloon

3 each 33 have difficulty Ving

4 in short 34 flag

5 on one's own 35 tribe

6 main 36 invisible

7 hidden 37 achieve

8 trophy 38 several

9 manage 39 however

10 wear out 40 mountain climbing

11 experienced 41 goal

12 carry 42 particular

13 hire 43 example

14 usually 44 attention

15 during

16 as 원급 as

17 eastern

18 marathon

19 therefore

20 little

21 especially

22 put up

23 depending on

24 support

25 behind

26 target

27 breathe

28 choose

29 others

30 job

중3 동아 윤정미



제 5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조화 31 따라가다

2 추적하다, 파악하다 32 풍선

3 각각의 33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4 짧게 말해서 34 깃발

5 스스로 35 부족

6 주된 36 눈에 보이지 않는

7 숨겨진 37 성취하다

8 트로피 38 몇몇의

9 관리하다 39 그러나

10 닳다 40 등산, 등반

11 경험이 많은, 능숙한 41 목표

12 나르다, 운반하다 42 특별한, 특정한, 상세한

13 (사람을) 고용하다 43 예

14 보통, 대개 44 관심, 집중

15 ~동안에

16 ~만큼 ~한

17 동쪽의

18 마라톤

19 그래서, 그러므로

20 거의 ~없는

21 특히

22 설치하다

23 ~에 따라서, ~에 의존해서

24 지원하다

25 ~뒤에

26 목표

27 숨쉬다

28 선택하다

29 다른 사람들

30 일

중3 동아 윤정미



제 5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armony 31 follow

2 keep track of 32 balloon

3 each 33 have difficulty Ving

4 in short 34 flag

5 on one's own 35 tribe

6 주된 36 눈에 보이지 않는

7 숨겨진 37 성취하다

8 트로피 38 몇몇의

9 관리하다 39 그러나

10 닳다 40 등산, 등반

11 experienced 41 goal

12 carry 42 particular

13 hire 43 example

14 usually 44 attention

15 during

16 ~만큼 ~한

17 동쪽의

18 마라톤

19 그래서, 그러므로

20 거의 ~없는

21 especially

22 put up

23 depending on

24 support

25 behind

26 목표

27 숨쉬다

28 선택하다

29 다른 사람들

30 일

중3 동아 윤정미



제 5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armony 조화 31 follow 따라가다

2 keep track of 추적하다, 파악하다 32 balloon 풍선

3 each 각각의 33 have difficulty V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4 in short 짧게 말해서 34 flag 깃발

5 on one's own 스스로 35 tribe 부족

6 main 주된 36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7 hidden 숨겨진 37 achieve 성취하다

8 trophy 트로피 38 several 몇몇의

9 manage 관리하다 39 however 그러나

10 wear out 닳다 40 mountain climbing 등산, 등반

11 experienced 경험이 많은, 능숙한 41 goal 목표

12 carry 나르다, 운반하다 42 particular 특별한, 특정한, 상세한

13 hire (사람을) 고용하다 43 example 예

14 usually 보통, 대개 44 attention 관심, 집중

15 during ~동안에

16 as 원급 as ~만큼 ~한

17 eastern 동쪽의

18 marathon 마라톤

19 therefore 그래서, 그러므로

20 little 거의 ~없는

21 especially 특히

22 put up 설치하다

23 depending on ~에 따라서, ~에 의존해서

24 support 지원하다

25 behind ~뒤에

26 target 목표

27 breathe 숨쉬다

28 choose 선택하다

29 others 다른 사람들

30 job 일

중3 동아 윤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