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ole 역할 31 environment 환경

2 society 사회 32 logical 논리적인

3 election 선거 33 analyst 분석가

4 come up 다가오다 34 reasoning 추론

5 why don't you ~하는 게 어때? 35 analyze 분석하다

6 run for (선거에) 출마하다 36 situation 상황

7 representative 대표 37 effective 효율적인

8 no way 절대 안 돼 38 achieve 성취하다

9 right(형용사) 올바른, 맞는 39 hands-off 불간섭주의의, 방임적인

10 quality 질, 특징 40 allow 허락하다

11 friendly 친근한 41 on one's own 스스로

12 outgoing 외향적인 42 advice 충고, 조언

13 get along 사이좋게 지내다, 어울리다 43 strict 엄격한

14 doubt 의심 44 director 감독관

15 elect 선출하다 45 make sure 확실히 하다

16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46 on time 제시간에

17 become ~가 되다 47 each 각각의

18 clear 명확한, 분명한 48 properly 적절하게

19 goal 목표 49 lead by example 솔선수범하다

20 ability 능력 50 shine 빛나다

21 motivate 동기를 주다 51 instead 대신에

22 others 다른 사람들 52 meet 충족시키다

23 suddenly 갑자기 53 needs 욕구

24 wonder 궁금해하다 54 creative 창의적인

25 if ~인지 아닌지 55 approach 접근하다, 다가가다

26 wrong 잘못 된, 틀린 56 way 방법

27 decide 결정하다 57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28 research 연구, 조사 58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29 ensure 확실히하다, 보장하다 59 task 일, 업무

30 positive 긍정적인 60 realize 깨닫다

중3 능률 김성곤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reason 이유

62 belong to ~에 속하다, ~소속이다

63 call for 요구하다

64 unique 독특한

65 determine 결정하다

66 responsibility 책임

67 confident 자신감 있는

68 discover 발견하다

69 classmate 학급친구

중3 능률 김성곤



제 4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ole 31 environment

2 society 32 logical

3 election 33 analyst

4 come up 34 reasoning

5 why don't you 35 analyze

6 run for 36 situation

7 representative 37 effective

8 no way 38 achieve

9 right(형용사) 39 hands-off

10 quality 40 allow

11 friendly 41 on one's own

12 outgoing 42 advice

13 get along 43 strict

14 doubt 44 director

15 elect 45 make sure

16 try to V 46 on time

17 become 47 each

18 clear 48 properly

19 goal 49 lead by example

20 ability 50 shine

21 motivate 51 instead

22 others 52 meet

23 suddenly 53 needs

24 wonder 54 creative

25 if 55 approach

26 wrong 56 way

27 decide 57 come up with

28 research 58 deal with

29 ensure 59 task

30 positive 60 realize

중3 능률 김성곤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reason

62 belong to

63 call for

64 unique

65 determine

66 responsibility

67 confident

68 discover

69 classmate

중3 능률 김성곤



제 4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all for 31 achieve

2 positive 32 determine

3 classmate 33 come up with

4 confident 34 responsibility

5 wonder 35 outgoing

6 meet 36 ensure

7 get along 37 analyst

8 reasoning 38 way

9 approach 39 friendly

10 advice 40 goal

11 try to V 41 task

12 why don't you 42 situation

13 clear 43 ability

14 motivate 44 doubt

15 logical 45 on time

16 creative 46 unique

17 instead 47 decide

18 each 48 lead by example

19 analyze 49 allow

20 belong to 50 reason

21 deal with 51 society

22 properly 52 elect

23 become 53 wrong

24 research 54 director

25 needs 55 hands-off

26 run for 56 discover

27 environment 57 realize

28 if 58 make sure

29 suddenly 59 come up

30 role 60 shine

중3 능률 김성곤



제 4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요구하다 31 성취하다

2 긍정적인 32 결정하다

3 학급친구 33 생각해내다

4 자신감 있는 34 책임

5 궁금해하다 35 외향적인

6 충족시키다 36 확실히하다, 보장하다

7 사이좋게 지내다, 어울리다 37 분석가

8 추론 38 방법

9 접근하다, 다가가다 39 친근한

10 충고, 조언 40 목표

11 ~하려고 노력하다 41 일, 업무

12 ~하는 게 어때? 42 상황

13 명확한, 분명한 43 능력

14 동기를 주다 44 의심

15 논리적인 45 제시간에

16 창의적인 46 독특한

17 대신에 47 결정하다

18 각각의 48 솔선수범하다

19 분석하다 49 허락하다

20 ~에 속하다, ~소속이다 50 이유

21 다루다, 처리하다 51 사회

22 적절하게 52 선출하다

23 ~가 되다 53 잘못 된, 틀린

24 연구, 조사 54 감독관

25 욕구 55 불간섭주의의, 방임적인

26 (선거에) 출마하다 56 발견하다

27 환경 57 깨닫다

28 ~인지 아닌지 58 확실히 하다

29 갑자기 59 다가오다

30 역할 60 빛나다

중3 능률 김성곤



제 4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all for 31 achieve

2 positive 32 determine

3 classmate 33 come up with

4 confident 34 responsibility

5 wonder 35 outgoing

6 충족시키다 36 확실히하다, 보장하다

7 사이좋게 지내다, 어울리다 37 분석가

8 추론 38 방법

9 접근하다, 다가가다 39 친근한

10 충고, 조언 40 목표

11 try to V 41 task

12 why don't you 42 situation

13 clear 43 ability

14 motivate 44 doubt

15 logical 45 on time

16 창의적인 46 독특한

17 대신에 47 결정하다

18 각각의 48 솔선수범하다

19 분석하다 49 허락하다

20 ~에 속하다, ~소속이다 50 이유

21 deal with 51 society

22 properly 52 elect

23 become 53 wrong

24 research 54 director

25 needs 55 hands-off

26 (선거에) 출마하다 56 발견하다

27 환경 57 깨닫다

28 ~인지 아닌지 58 확실히 하다

29 갑자기 59 다가오다

30 역할 60 빛나다

중3 능률 김성곤



제 4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all for 요구하다 31 achieve 성취하다

2 positive 긍정적인 32 determine 결정하다

3 classmate 학급친구 33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4 confident 자신감 있는 34 responsibility 책임

5 wonder 궁금해하다 35 outgoing 외향적인

6 meet 충족시키다 36 ensure 확실히하다, 보장하다

7 get along 사이좋게 지내다, 어울리다 37 analyst 분석가

8 reasoning 추론 38 way 방법

9 approach 접근하다, 다가가다 39 friendly 친근한

10 advice 충고, 조언 40 goal 목표

11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41 task 일, 업무

12 why don't you ~하는 게 어때? 42 situation 상황

13 clear 명확한, 분명한 43 ability 능력

14 motivate 동기를 주다 44 doubt 의심

15 logical 논리적인 45 on time 제시간에

16 creative 창의적인 46 unique 독특한

17 instead 대신에 47 decide 결정하다

18 each 각각의 48 lead by example 솔선수범하다

19 analyze 분석하다 49 allow 허락하다

20 belong to ~에 속하다, ~소속이다 50 reason 이유

21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51 society 사회

22 properly 적절하게 52 elect 선출하다

23 become ~가 되다 53 wrong 잘못 된, 틀린

24 research 연구, 조사 54 director 감독관

25 needs 욕구 55 hands-off 불간섭주의의, 방임적인

26 run for (선거에) 출마하다 56 discover 발견하다

27 environment 환경 57 realize 깨닫다

28 if ~인지 아닌지 58 make sure 확실히 하다

29 suddenly 갑자기 59 come up 다가오다

30 role 역할 60 shine 빛나다

중3 능률 김성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