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L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lanet 행성 31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2 desert 사막 32 however 그러나

3 alone 혼자 33 allow 허락하다

4 across ~를 가로질러 34 presentation 발표

5 accident 사고 35 grown-up 성인

6 engine 엔진 36 sound(동사) 들리다

7 landing 착륙 37 collect 수집하다

8 in the middle of ~의 중간에 38 instead 대신에

9 imagine 상상하다 39 made of ~로 만들어진

10 sunrise 일출 40 wall 벽

11 in front of ~앞에 41 not ~ at all 전혀 ~이 아닌

12 a while 얼마동안 42 cost(동사) 비용이 들다

13 friendly 친근한 43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14 laugh 웃다 44 exist 존재하다

15 it takes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45 interest 관심, 흥미

16 look for 찾다 46 treat 다루다

17 in addition to ~외에도 47 patience 인내심

18 such as ~와 같은 48 toward ~쪽으로, ~를 향해서

19 Jupiter (행성) 목성 49 should have p.p. ~했었어야 했는데

20 Venus (행성) 금성 50 adapt 각색하다

21 without ~없이

22 telescope 망원경

23 Turkish 터키인

24 astronomer 천문학자

25 discovery 발견

26 present(동사) 발표하다

27 international 국제적인

28 astronomical 천문학적인

29 congress 회의, 학회

30 clothes 옷

중3 능률 양현권



SL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lanet 31 fortunately

2 desert 32 however

3 alone 33 allow

4 across 34 presentation

5 accident 35 grown-up

6 engine 36 sound(동사)

7 landing 37 collect

8 in the middle of 38 instead

9 imagine 39 made of

10 sunrise 40 wall

11 in front of 41 not ~ at all

12 a while 42 cost(동사)

13 friendly 43 happen

14 laugh 44 exist

15 it takes 45 interest

16 look for 46 treat

17 in addition to 47 patience

18 such as 48 toward

19 Jupiter 49 should have p.p.

20 Venus 50 adapt

21 without

22 telescope

23 Turkish

24 astronomer

25 discovery

26 present(동사)

27 international

28 astronomical

29 congress

30 clothes

중3 능률 양현권



SL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ound(동사) 31 accident

2 treat 32 planet

3 toward 33 sunrise

4 fortunately 34 Venus

5 international 35 astronomer

6 look for 36 without

7 made of 37 happen

8 patience 38 a while

9 grown-up 39 congress

10 interest 40 across

11 laugh 41 clothes

12 cost(동사) 42 discovery

13 it takes 43 should have p.p.

14 telescope 44 in the middle of

15 wall 45 alone

16 collect 46 friendly

17 exist 47 landing

18 astronomical 48 imagine

19 adapt 49 Turkish

20 in addition to 50 however

21 presentation

22 instead

23 Jupiter

24 present(동사)

25 in front of

26 engine

27 not ~ at all

28 such as

29 desert

30 allow

중3 능률 양현권



SL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들리다 31 사고

2 다루다 32 행성

3 ~쪽으로, ~를 향해서 33 일출

4 다행스럽게도 34 (행성) 금성

5 국제적인 35 천문학자

6 찾다 36 ~없이

7 ~로 만들어진 37 일어나다, 발생하다

8 인내심 38 얼마동안

9 성인 39 회의, 학회

10 관심, 흥미 40 ~를 가로질러

11 웃다 41 옷

12 비용이 들다 42 발견

13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43 ~했었어야 했는데

14 망원경 44 ~의 중간에

15 벽 45 혼자

16 수집하다 46 친근한

17 존재하다 47 착륙

18 천문학적인 48 상상하다

19 각색하다 49 터키인

20 ~외에도 50 그러나

21 발표

22 대신에

23 (행성) 목성

24 발표하다

25 ~앞에

26 엔진

27 전혀 ~이 아닌

28 ~와 같은

29 사막

30 허락하다

중3 능률 양현권



SL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ound(동사) 31 accident

2 treat 32 planet

3 toward 33 sunrise

4 fortunately 34 Venus

5 international 35 astronomer

6 찾다 36 ~없이

7 ~로 만들어진 37 일어나다, 발생하다

8 인내심 38 얼마동안

9 성인 39 회의, 학회

10 관심, 흥미 40 ~를 가로질러

11 laugh 41 clothes

12 cost(동사) 42 discovery

13 it takes 43 should have p.p.

14 telescope 44 in the middle of

15 wall 45 alone

16 수집하다 46 친근한

17 존재하다 47 착륙

18 천문학적인 48 상상하다

19 각색하다 49 터키인

20 ~외에도 50 그러나

21 presentation

22 instead

23 Jupiter

24 present(동사)

25 in front of

26 엔진

27 전혀 ~이 아닌

28 ~와 같은

29 사막

30 허락하다

중3 능률 양현권



SL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ound(동사) 들리다 31 accident 사고

2 treat 다루다 32 planet 행성

3 toward ~쪽으로, ~를 향해서 33 sunrise 일출

4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34 Venus (행성) 금성

5 international 국제적인 35 astronomer 천문학자

6 look for 찾다 36 without ~없이

7 made of ~로 만들어진 37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8 patience 인내심 38 a while 얼마동안

9 grown-up 성인 39 congress 회의, 학회

10 interest 관심, 흥미 40 across ~를 가로질러

11 laugh 웃다 41 clothes 옷

12 cost(동사) 비용이 들다 42 discovery 발견

13 it takes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43 should have p.p. ~했었어야 했는데

14 telescope 망원경 44 in the middle of ~의 중간에

15 wall 벽 45 alone 혼자

16 collect 수집하다 46 friendly 친근한

17 exist 존재하다 47 landing 착륙

18 astronomical 천문학적인 48 imagine 상상하다

19 adapt 각색하다 49 Turkish 터키인

20 in addition to ~외에도 50 however 그러나

21 presentation 발표

22 instead 대신에

23 Jupiter (행성) 목성

24 present(동사) 발표하다

25 in front of ~앞에

26 engine 엔진

27 not ~ at all 전혀 ~이 아닌

28 such as ~와 같은

29 desert 사막

30 allow 허락하다

중3 능률 양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