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ngineer 엔지니어 31 solve 해결하다

2 a heart of gold 따뜻한 마음을 가진 32 light(형용사) 가벼운

3 Dr. 박사 33 had to V
(must의 과거) ~해야만 했

었다

4 give away ~을 기부하다 34 be made from ~로 만들어지다

5 wheelchair 휠체어 35 accessible 얻기 쉬운

6 those in need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36 part 부품

7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37 instead of ~대신에

8 peak 절정, 최고조 38 wheel 바퀴

9 career 직업, 경력 39 settle on (생각 끝에) ~로 정하다

10 look for 찾다 40 seat 좌석, 의자

11 way 방법 41 lawn chair 잔디밭용 의자

12 others 다른 사람들 42 steel 강철

13 decide 결정하다 43 frame 프레임, 틀

14 focus on ~에 집중하다, 초점을 두다 44 go off the deep end
극단으로 치닫다, 제정신이

아니다

15 visit 방문하다 45 supportive 지지하는

16 crawl (엎드려) 기다 46 at first 처음에

17 across ~를 가로질러 47 get tired of
싫증이 나다, 진저리를 느

끼다

18 lose 잃다 48 mess up 엉망으로 만들다

19 accident 사고 49 garage 차고

20 pay attention 관심을 갖다 50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21 scene 장면 51 deliver 배달하다

22 one day 어느날 52 anywhere 어디든지

23 come to mind (마음 속에) 떠 오르다 53 less than ~이하

24 seriously 진지하게, 심각하게 54 unforgettable 잊을 수 없는

25 look into 조사하다 55 by hand 손으로

26 come to 동사원형 ~하게 되다 56 whole 전체의

27 harsh 가혹한 57 by oneself 혼자서

28 reality 현실 58 burst into (갑자기) ~을 터뜨리다

29 million 백만의 59 so far 지금까지

30 afford ~할 여유가 있다 60 like-minded
마음을 같이하는, 마음이

비슷한

중3 능률 양현권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distribute 분배하다

62 almost 거의

63 at last 마침내

64 one-millionth 백만 번째

65 represent 나타내다, 표시하다

66 take half the time 절반의 시간이 걸리다

67 it takes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68 give out 나눠주다

69 biomedical 생물 의학

70 achieve 성취하다

71 a great deal 아주 많이

72 field 분야

73 technology (과학) 기술

74 found 설립하다, 세우다

75 non-profit 비영리

76 organization 기관, 조직

77 people in need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78 receive 받다

79 several 몇몇의

80 award 상

중3 능률 양현권



제 4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ngineer 31 solve

2 a heart of gold 32 light(형용사)

3 Dr. 33 had to V

4 give away 34 be made from

5 wheelchair 35 accessible

6 those in need 36 part

7 around the world 37 instead of

8 peak 38 wheel

9 career 39 settle on

10 look for 40 seat

11 way 41 lawn chair

12 others 42 steel

13 decide 43 frame

14 focus on 44 go off the deep end

15 visit 45 supportive

16 crawl 46 at first

17 across 47 get tired of

18 lose 48 mess up

19 accident 49 garage

20 pay attention 50 keep Ving

21 scene 51 deliver

22 one day 52 anywhere

23 come to mind 53 less than

24 seriously 54 unforgettable

25 look into 55 by hand

26 come to 동사원형 56 whole

27 harsh 57 by oneself

28 reality 58 burst into

29 million 59 so far

30 afford 60 like-minded

중3 능률 양현권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distribute

62 almost

63 at last

64 one-millionth

65 represent

66 take half the time

67 it takes

68 give out

69 biomedical

70 achieve

71 a great deal

72 field

73 technology

74 found

75 non-profit

76 organization

77 people in need

78 receive

79 several

80 award

중3 능률 양현권



제 4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million 31 seriously

2 a great deal 32 be made from

3 non-profit 33 peak

4 like-minded 34 look into

5 wheelchair 35 anywhere

6 take half the time 36 look for

7 accessible 37 across

8 deliver 38 at last

9 Dr. 39 visit

10 crawl 40 receive

11 harsh 41 steel

12 come to 동사원형 42 light(형용사)

13 one-millionth 43 those in need

14 less than 44 several

15 seat 45 accident

16 represent 46 lose

17 pay attention 47 come to mind

18 wheel 48 distribute

19 get tired of 49 around the world

20 way 50 reality

21 organization 51 burst into

22 focus on 52 decide

23 instead of 53 biomedical

24 at first 54 mess up

25 people in need 55 frame

26 part 56 one day

27 by oneself 57 give away

28 it takes 58 afford

29 scene 59 lawn chair

30 go off the deep end 60 award

중3 능률 양현권



제 4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백만의 31 진지하게, 심각하게

2 아주 많이 32 ~로 만들어지다

3 비영리 33 절정, 최고조

4
마음을 같이하는, 마음이

비슷한
34 조사하다

5 휠체어 35 어디든지

6 절반의 시간이 걸리다 36 찾다

7 얻기 쉬운 37 ~를 가로질러

8 배달하다 38 마침내

9 박사 39 방문하다

10 (엎드려) 기다 40 받다

11 가혹한 41 강철

12 ~하게 되다 42 가벼운

13 백만 번째 43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14 ~이하 44 몇몇의

15 좌석, 의자 45 사고

16 나타내다, 표시하다 46 잃다

17 관심을 갖다 47 (마음 속에) 떠 오르다

18 바퀴 48 분배하다

19
싫증이 나다, 진저리를 느

끼다
49 전 세계에

20 방법 50 현실

21 기관, 조직 51 (갑자기) ~을 터뜨리다

22 ~에 집중하다, 초점을 두다 52 결정하다

23 ~대신에 53 생물 의학

24 처음에 54 엉망으로 만들다

25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55 프레임, 틀

26 부품 56 어느날

27 혼자서 57 ~을 기부하다

28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58 ~할 여유가 있다

29 장면 59 잔디밭용 의자

30
극단으로 치닫다, 제정신이

아니다
60 상

중3 능률 양현권



제 4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million 31 seriously

2 a great deal 32 be made from

3 non-profit 33 peak

4 like-minded 34 look into

5 wheelchair 35 anywhere

6 절반의 시간이 걸리다 36 찾다

7 얻기 쉬운 37 ~를 가로질러

8 배달하다 38 마침내

9 박사 39 방문하다

10 (엎드려) 기다 40 받다

11 harsh 41 steel

12 come to 동사원형 42 light(형용사)

13 one-millionth 43 those in need

14 less than 44 several

15 seat 45 accident

16 나타내다, 표시하다 46 잃다

17 관심을 갖다 47 (마음 속에) 떠 오르다

18 바퀴 48 분배하다

19
싫증이 나다, 진저리를 느

끼다
49 전 세계에

20 방법 50 현실

21 organization 51 burst into

22 focus on 52 decide

23 instead of 53 biomedical

24 at first 54 mess up

25 people in need 55 frame

26 부품 56 어느날

27 혼자서 57 ~을 기부하다

28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58 ~할 여유가 있다

29 장면 59 잔디밭용 의자

30
극단으로 치닫다, 제정신이

아니다
60 상

중3 능률 양현권



제 4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million 백만의 31 seriously 진지하게, 심각하게

2 a great deal 아주 많이 32 be made from ~로 만들어지다

3 non-profit 비영리 33 peak 절정, 최고조

4 like-minded
마음을 같이하는, 마음이

비슷한
34 look into 조사하다

5 wheelchair 휠체어 35 anywhere 어디든지

6 take half the time 절반의 시간이 걸리다 36 look for 찾다

7 accessible 얻기 쉬운 37 across ~를 가로질러

8 deliver 배달하다 38 at last 마침내

9 Dr. 박사 39 visit 방문하다

10 crawl (엎드려) 기다 40 receive 받다

11 harsh 가혹한 41 steel 강철

12 come to 동사원형 ~하게 되다 42 light(형용사) 가벼운

13 one-millionth 백만 번째 43 those in need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14 less than ~이하 44 several 몇몇의

15 seat 좌석, 의자 45 accident 사고

16 represent 나타내다, 표시하다 46 lose 잃다

17 pay attention 관심을 갖다 47 come to mind (마음 속에) 떠 오르다

18 wheel 바퀴 48 distribute 분배하다

19 get tired of
싫증이 나다, 진저리를 느

끼다
49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20 way 방법 50 reality 현실

21 organization 기관, 조직 51 burst into (갑자기) ~을 터뜨리다

22 focus on ~에 집중하다, 초점을 두다 52 decide 결정하다

23 instead of ~대신에 53 biomedical 생물 의학

24 at first 처음에 54 mess up 엉망으로 만들다

25 people in need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55 frame 프레임, 틀

26 part 부품 56 one day 어느날

27 by oneself 혼자서 57 give away ~을 기부하다

28 it takes
(시간, 노력 등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58 afford ~할 여유가 있다

29 scene 장면 59 lawn chair 잔디밭용 의자

30 go off the deep end
극단으로 치닫다, 제정신이

아니다
60 award 상

중3 능률 양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