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hop(동사) 쇼핑하다 31 stick to ~을 고수하다, 따르다

2 habit 습관 32 walk out 걸어 나가다

3 wear 입다 33 empty-handed 빈손으로

4 brand-new 신상의, 새로 나온 34 incredibly 놀라울 정도로

5 teen 십대 35 light(형용사) 가벼운, 경쾌한

6 favorite 좋아하는 36 cool off 진정하다, ~을 식히다

7 celebrity 유명인사 37 instead 대신에

8 be willing to V 기꺼이 ~하다 38 add to cart 장바구니에 추가

9 cool 멋진 39 sing out 로그아웃하다

10 popular 인기있는, 유명한 40 if ~인지 아닌지

11 what's up? 무슨 일이야? 41 still 여전히

12 flash sale 반짝 세일 42 treasure 보물

13 sneakers 운동화 43 whenever ~할 때마다

14 grab 잡다, 움켜쥐다 44 go through 살펴보다, 조사하다

15 click like crazy 미친듯이 클릭하다 45 closet 옷장, 벽장

16 product 상품, 제품 46 appreciation 감상

17 sell like hot cakes 불티나게 팔리다

18 suffer from ~으로 고통 받다

19 FOMO
(Fear of Missing Out) 놓치

는 것에 대한 두려움

20 such as ~와 같은

21 limited edition 한정판

22 what a pick! 잘 골랐네!

23 complete 완성하다

24 collection 수집

25 among ~사이에

26 consumer 소비자

27 include 포함하다

28 goods 상품, 굿즈

29 feature(동사) 특징으로 하다

30 live by ~에 따라 살다

중3 능률 양현권



제 3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hop(동사) 31 stick to

2 habit 32 walk out

3 wear 33 empty-handed

4 brand-new 34 incredibly

5 teen 35 light(형용사)

6 favorite 36 cool off

7 celebrity 37 instead

8 be willing to V 38 add to cart

9 cool 39 sing out

10 popular 40 if

11 what's up? 41 still

12 flash sale 42 treasure

13 sneakers 43 whenever

14 grab 44 go through

15 click like crazy 45 closet

16 product 46 appreciation

17 sell like hot cakes

18 suffer from

19 FOMO

20 such as

21 limited edition

22 what a pick!

23 complete

24 collection

25 among

26 consumer

27 include

28 goods

29 feature(동사)

30 live by

중3 능률 양현권



제 3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mplete 31 celebrity

2 cool off 32 sell like hot cakes

3 FOMO 33 click like crazy

4 add to cart 34 still

5 walk out 35 wear

6 product 36 collection

7 shop(동사) 37 incredibly

8 if 38 brand-new

9 habit 39 be willing to V

10 closet 40 live by

11 such as 41 instead

12 what's up? 42 sing out

13 suffer from 43 flash sale

14 sneakers 44 grab

15 treasure 45 light(형용사)

16 empty-handed 46 popular

17 teen

18 include

19 appreciation

20 limited edition

21 go through

22 whenever

23 favorite

24 consumer

25 among

26 goods

27 what a pick!

28 feature(동사)

29 cool

30 stick to

중3 능률 양현권



제 3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완성하다 31 유명인사

2 진정하다, ~을 식히다 32 불티나게 팔리다

3
(Fear of Missing Out) 놓치

는 것에 대한 두려움
33 미친듯이 클릭하다

4 장바구니에 추가 34 여전히

5 걸어 나가다 35 입다

6 상품, 제품 36 수집

7 쇼핑하다 37 놀라울 정도로

8 ~인지 아닌지 38 신상의, 새로 나온

9 습관 39 기꺼이 ~하다

10 옷장, 벽장 40 ~에 따라 살다

11 ~와 같은 41 대신에

12 무슨 일이야? 42 로그아웃하다

13 ~으로 고통 받다 43 반짝 세일

14 운동화 44 잡다, 움켜쥐다

15 보물 45 가벼운, 경쾌한

16 빈손으로 46 인기있는, 유명한

17 십대

18 포함하다

19 감상

20 한정판

21 살펴보다, 조사하다

22 ~할 때마다

23 좋아하는

24 소비자

25 ~사이에

26 상품, 굿즈

27 잘 골랐네!

28 특징으로 하다

29 멋진

30 ~을 고수하다, 따르다

중3 능률 양현권



제 3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mplete 31 celebrity

2 cool off 32 sell like hot cakes

3 FOMO 33 click like crazy

4 add to cart 34 still

5 walk out 35 wear

6 상품, 제품 36 수집

7 쇼핑하다 37 놀라울 정도로

8 ~인지 아닌지 38 신상의, 새로 나온

9 습관 39 기꺼이 ~하다

10 옷장, 벽장 40 ~에 따라 살다

11 such as 41 instead

12 what's up? 42 sing out

13 suffer from 43 flash sale

14 sneakers 44 grab

15 treasure 45 light(형용사)

16 빈손으로 46 인기있는, 유명한

17 십대

18 포함하다

19 감상

20 한정판

21 go through

22 whenever

23 favorite

24 consumer

25 among

26 상품, 굿즈

27 잘 골랐네!

28 특징으로 하다

29 멋진

30 ~을 고수하다, 따르다

중3 능률 양현권



제 3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mplete 완성하다 31 celebrity 유명인사

2 cool off 진정하다, ~을 식히다 32 sell like hot cakes 불티나게 팔리다

3 FOMO
(Fear of Missing Out) 놓치

는 것에 대한 두려움
33 click like crazy 미친듯이 클릭하다

4 add to cart 장바구니에 추가 34 still 여전히

5 walk out 걸어 나가다 35 wear 입다

6 product 상품, 제품 36 collection 수집

7 shop(동사) 쇼핑하다 37 incredibly 놀라울 정도로

8 if ~인지 아닌지 38 brand-new 신상의, 새로 나온

9 habit 습관 39 be willing to V 기꺼이 ~하다

10 closet 옷장, 벽장 40 live by ~에 따라 살다

11 such as ~와 같은 41 instead 대신에

12 what's up? 무슨 일이야? 42 sing out 로그아웃하다

13 suffer from ~으로 고통 받다 43 flash sale 반짝 세일

14 sneakers 운동화 44 grab 잡다, 움켜쥐다

15 treasure 보물 45 light(형용사) 가벼운, 경쾌한

16 empty-handed 빈손으로 46 popular 인기있는, 유명한

17 teen 십대

18 include 포함하다

19 appreciation 감상

20 limited edition 한정판

21 go through 살펴보다, 조사하다

22 whenever ~할 때마다

23 favorite 좋아하는

24 consumer 소비자

25 among ~사이에

26 goods 상품, 굿즈

27 what a pick! 잘 골랐네!

28 feature(동사) 특징으로 하다

29 cool 멋진

30 stick to ~을 고수하다, 따르다

중3 능률 양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