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r. 박사 31 get along with 사이 좋게 지내다

2 these days 요즘 32 clothes 옷

3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 33 however 그러나

4 grade 성적 34 expensive 비싼

5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35 hang out with ~와 시간을 보내다

6 what if 만약 ~라면 어떨까 36 not ~ anymore 더 이상 ~이 아닌

7 still 여전히 37 so that ~하기 위해서

8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38 fit in with ~와 어울리다

9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39 attention 관심, 집중

10 lose 잃다 40 others 다른 사람들

11 self-confidence 자신감 41 there is(are) ~가 있다

12 stop Ving ~하던 것을 멈추다 42 way 방법

13 how to V ~하는 방법 43 stand out 두드러지다

14 go away 사라지다 44 crowd(명사) 군중, 대중

15 advice 충고, 조언 45 through ~를 통해서

16 seem ~처럼 보이다 46 inner 내적인

17 things 상황, 모든 것들 47 rather than ~라기 보다

18 situation 상황 48 outward 바깥의

19 positive 긍정적인 49 appearance 모습, 외모

20 function(동사) 기능을 하다 50 valuable 소중한, 가치 있는

21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51 care for 아끼다, 돌보다

22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52 treat 다루다

23 negative 부정적인 53 why not? ~하는게 어때?

24 harmful 해로운

25 damage 피해(를 주다)

26 compare 비교하다

27 focus on ~에 집중하다, 초점을 두다

28 achievement 성취

29 feel down 우울하게 느끼다

30 result 결과

중3 금성 최인철



제 5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r. 31 get along with

2 these days 32 clothes

3 so ~ that ~ 33 however

4 grade 34 expensive

5 keep Ving 35 hang out with

6 what if 36 not ~ anymore

7 still 37 so that

8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38 fit in with

9 concentrate on 39 attention

10 lose 40 others

11 self-confidence 41 there is(are)

12 stop Ving 42 way

13 how to V 43 stand out

14 go away 44 crowd(명사)

15 advice 45 through

16 seem 46 inner

17 things 47 rather than

18 situation 48 outward

19 positive 49 appearance

20 function(동사) 50 valuable

21 that is 51 care for

22 try to V 52 treat

23 negative 53 why not?

24 harmful

25 damage

26 compare

27 focus on

28 achievement

29 feel down

30 result

중3 금성 최인철



제 5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ot ~ anymore 31 fit in with

2 appearance 32 there is(are)

3 way 33 others

4 lose 34 treat

5 advice 35 harmful

6 focus on 36 how to V

7 self-confidence 37 grade

8 why not? 38 rather than

9 what if 39 so that

10 however 40 outward

11 try to V 41 negative

12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42 these days

13 valuable 43 Dr.

14 compare 44 that is

15 still 45 clothes

16 feel down 46 stand out

17 positive 47 achievement

18 hang out with 48 inner

19 keep Ving 49 result

20 things 50 attention

21 damage 51 crowd(명사)

22 expensive 52 get along with

23 function(동사) 53 go away

24 care for

25 seem

26 concentrate on

27 stop Ving

28 so ~ that ~

29 situation

30 through

중3 금성 최인철



제 5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더 이상 ~이 아닌 31 ~와 어울리다

2 모습, 외모 32 ~가 있다

3 방법 33 다른 사람들

4 잃다 34 다루다

5 충고, 조언 35 해로운

6 ~에 집중하다, 초점을 두다 36 ~하는 방법

7 자신감 37 성적

8 ~하는게 어때? 38 ~라기 보다

9 만약 ~라면 어떨까 39 ~하기 위해서

10 그러나 40 바깥의

11 ~하려고 노력하다 41 부정적인

12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42 요즘

13 소중한, 가치 있는 43 박사

14 비교하다 44 즉, 다시 말해서

15 여전히 45 옷

16 우울하게 느끼다 46 두드러지다

17 긍정적인 47 성취

18 ~와 시간을 보내다 48 내적인

19 계속해서 ~하다 49 결과

20 상황, 모든 것들 50 관심, 집중

21 피해(를 주다) 51 군중, 대중

22 비싼 52 사이 좋게 지내다

23 기능을 하다 53 사라지다

24 아끼다, 돌보다

25 ~처럼 보이다

26 ~에 집중하다

27 ~하던 것을 멈추다

28 너무 ~해서 ~하다

29 상황

30 ~를 통해서

중3 금성 최인철



제 5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ot ~ anymore 31 fit in with

2 appearance 32 there is(are)

3 way 33 others

4 lose 34 treat

5 advice 35 harmful

6 ~에 집중하다, 초점을 두다 36 ~하는 방법

7 자신감 37 성적

8 ~하는게 어때? 38 ~라기 보다

9 만약 ~라면 어떨까 39 ~하기 위해서

10 그러나 40 바깥의

11 try to V 41 negative

12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42 these days

13 valuable 43 Dr.

14 compare 44 that is

15 still 45 clothes

16 우울하게 느끼다 46 두드러지다

17 긍정적인 47 성취

18 ~와 시간을 보내다 48 내적인

19 계속해서 ~하다 49 결과

20 상황, 모든 것들 50 관심, 집중

21 damage 51 crowd(명사)

22 expensive 52 get along with

23 function(동사) 53 go away

24 care for

25 seem

26 ~에 집중하다

27 ~하던 것을 멈추다

28 너무 ~해서 ~하다

29 상황

30 ~를 통해서

중3 금성 최인철



제 5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ot ~ anymore 더 이상 ~이 아닌 31 fit in with ~와 어울리다

2 appearance 모습, 외모 32 there is(are) ~가 있다

3 way 방법 33 others 다른 사람들

4 lose 잃다 34 treat 다루다

5 advice 충고, 조언 35 harmful 해로운

6 focus on ~에 집중하다, 초점을 두다 36 how to V ~하는 방법

7 self-confidence 자신감 37 grade 성적

8 why not? ~하는게 어때? 38 rather than ~라기 보다

9 what if 만약 ~라면 어떨까 39 so that ~하기 위해서

10 however 그러나 40 outward 바깥의

11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41 negative 부정적인

12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42 these days 요즘

13 valuable 소중한, 가치 있는 43 Dr. 박사

14 compare 비교하다 44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15 still 여전히 45 clothes 옷

16 feel down 우울하게 느끼다 46 stand out 두드러지다

17 positive 긍정적인 47 achievement 성취

18 hang out with ~와 시간을 보내다 48 inner 내적인

19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49 result 결과

20 things 상황, 모든 것들 50 attention 관심, 집중

21 damage 피해(를 주다) 51 crowd(명사) 군중, 대중

22 expensive 비싼 52 get along with 사이 좋게 지내다

23 function(동사) 기능을 하다 53 go away 사라지다

24 care for 아끼다, 돌보다

25 seem ~처럼 보이다

26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27 stop Ving ~하던 것을 멈추다

28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

29 situation 상황

30 through ~를 통해서

중3 금성 최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