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ow to V ~하는 방법 31 receive 받다

2 get along with 사이 좋게 지내다 32 another 또 다른

3 proper 적절한 33 across ~를 가로질러

4 apology 사과 34 cafeteria 구내식당

5 all the time 항상 35 accidentally 우연히, 갑자기

6 hurt 다치게 하다; 다친 36 bump into ~에 부딪히다

7 feeling 감정 37 tray 식판

8 without ~없이 38 right now 즉시, 바로

9 intend 의도하다 39 at once 즉시

10 wrong 잘못 된, 틀린 40 thoughtful 사려깊은

11 regret 후회하다, 유감스러워 하다 41 take responsibility for ~을 책임지다

12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42 laugh off 웃어 넘기다

13 apologize 사과하다 43 among ~사이에서

14 the following 뒤에 나오는 44 loved ones 사랑하는 사람들

15 case study 사례 연구 45 one day 어느날

16 tip over ~에 걸려 넘어지다 46 borrow 빌리다

17 laugh 웃다; 웃음 47 favorite 좋아하는

18 become ~가 되다 48 lose-lost-lost 잃어버리다

19 delete 지우다 49 after all 어쨌든

20 casual
일상적인, 격식을 차리지

않는
50 dislike 싫어하다

21 seem to V ~처럼 보이다 51 treat 다루다

22 serious 심각한 52 own(형용사) 자신의

23 guess 생각하다, 추측하다 53 ignore 무시하다

24 sincere 진정한, 진지한 54 include 포함하다

25 necessary 필요한 55 close(형용사) 가까운, 친한

26 friendship 우정 56 let it go (그냥) 넘어가다

27 more than ~이상 57 remember 기억하다

28 respect 존중하다 58 however 그러나

29 care about ~에 대해 신경쓰다 59 add up 추가시키다

30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60 emotional 감정적인

중3 YBM 박준언



제 7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wound 상처

62 especially 특히

63 saying 격언

64 relationship 관계

65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66 solve 해결하다

중3 YBM 박준언



제 7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ow to V 31 receive

2 get along with 32 another

3 proper 33 across

4 apology 34 cafeteria

5 all the time 35 accidentally

6 hurt 36 bump into

7 feeling 37 tray

8 without 38 right now

9 intend 39 at once

10 wrong 40 thoughtful

11 regret 41 take responsibility for

12 happen 42 laugh off

13 apologize 43 among

14 the following 44 loved ones

15 case study 45 one day

16 tip over 46 borrow

17 laugh 47 favorite

18 become 48 lose-lost-lost

19 delete 49 after all

20 casual 50 dislike

21 seem to V 51 treat

22 serious 52 own(형용사)

23 guess 53 ignore

24 sincere 54 include

25 necessary 55 close(형용사)

26 friendship 56 let it go

27 more than 57 remember

28 respect 58 however

29 care about 59 add up

30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60 emotional

중3 YBM 박준언



제 7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wound

62 especially

63 saying

64 relationship

65 try to V

66 solve

중3 YBM 박준언



제 7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t once 31 more than

2 add up 32 across

3 tip over 33 ignore

4 one day 34 treat

5 however 35 another

6 regret 36 saying

7 dislike 37 case study

8 after all 38 borrow

9 loved ones 39 cafeteria

10 get along with 40 receive

11 bump into 41 serious

12 wound 42 casual

13 emotional 43 take responsibility for

14 thoughtful 44 let it go

15 friendship 45 remember

16 solve 46 laugh

17 happen 47 tray

18 all the time 48 respect

19 guess 49 without

20 delete 50 right now

21 close(형용사) 51 favorite

22 hurt 52 necessary

23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53 try to V

24 own(형용사) 54 laugh off

25 intend 55 become

26 care about 56 apologize

27 wrong 57 seem to V

28 how to V 58 apology

29 proper 59 among

30 include 60 relationship

중3 YBM 박준언



제 7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즉시 31 ~이상

2 추가시키다 32 ~를 가로질러

3 ~에 걸려 넘어지다 33 무시하다

4 어느날 34 다루다

5 그러나 35 또 다른

6 후회하다, 유감스러워 하다 36 격언

7 싫어하다 37 사례 연구

8 어쨌든 38 빌리다

9 사랑하는 사람들 39 구내식당

10 사이 좋게 지내다 40 받다

11 ~에 부딪히다 41 심각한

12 상처 42
일상적인, 격식을 차리지

않는

13 감정적인 43 ~을 책임지다

14 사려깊은 44 (그냥) 넘어가다

15 우정 45 기억하다

16 해결하다 46 웃다; 웃음

17 일어나다, 발생하다 47 식판

18 항상 48 존중하다

19 생각하다, 추측하다 49 ~없이

20 지우다 50 즉시, 바로

21 가까운, 친한 51 좋아하는

22 다치게 하다; 다친 52 필요한

23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53 ~하려고 노력하다

24 자신의 54 웃어 넘기다

25 의도하다 55 ~가 되다

26 ~에 대해 신경쓰다 56 사과하다

27 잘못 된, 틀린 57 ~처럼 보이다

28 ~하는 방법 58 사과

29 적절한 59 ~사이에서

30 포함하다 60 관계

중3 YBM 박준언



제 7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t once 31 more than

2 add up 32 across

3 tip over 33 ignore

4 one day 34 treat

5 however 35 another

6 후회하다, 유감스러워 하다 36 격언

7 싫어하다 37 사례 연구

8 어쨌든 38 빌리다

9 사랑하는 사람들 39 구내식당

10 사이 좋게 지내다 40 받다

11 bump into 41 serious

12 wound 42 casual

13 emotional 43 take responsibility for

14 thoughtful 44 let it go

15 friendship 45 remember

16 해결하다 46 웃다; 웃음

17 일어나다, 발생하다 47 식판

18 항상 48 존중하다

19 생각하다, 추측하다 49 ~없이

20 지우다 50 즉시, 바로

21 close(형용사) 51 favorite

22 hurt 52 necessary

23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53 try to V

24 own(형용사) 54 laugh off

25 intend 55 become

26 ~에 대해 신경쓰다 56 사과하다

27 잘못 된, 틀린 57 ~처럼 보이다

28 ~하는 방법 58 사과

29 적절한 59 ~사이에서

30 포함하다 60 관계

중3 YBM 박준언



제 7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t once 즉시 31 more than ~이상

2 add up 추가시키다 32 across ~를 가로질러

3 tip over ~에 걸려 넘어지다 33 ignore 무시하다

4 one day 어느날 34 treat 다루다

5 however 그러나 35 another 또 다른

6 regret 후회하다, 유감스러워 하다 36 saying 격언

7 dislike 싫어하다 37 case study 사례 연구

8 after all 어쨌든 38 borrow 빌리다

9 loved ones 사랑하는 사람들 39 cafeteria 구내식당

10 get along with 사이 좋게 지내다 40 receive 받다

11 bump into ~에 부딪히다 41 serious 심각한

12 wound 상처 42 casual
일상적인, 격식을 차리지

않는

13 emotional 감정적인 43 take responsibility for ~을 책임지다

14 thoughtful 사려깊은 44 let it go (그냥) 넘어가다

15 friendship 우정 45 remember 기억하다

16 solve 해결하다 46 laugh 웃다; 웃음

17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47 tray 식판

18 all the time 항상 48 respect 존중하다

19 guess 생각하다, 추측하다 49 without ~없이

20 delete 지우다 50 right now 즉시, 바로

21 close(형용사) 가까운, 친한 51 favorite 좋아하는

22 hurt 다치게 하다; 다친 52 necessary 필요한

23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53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24 own(형용사) 자신의 54 laugh off 웃어 넘기다

25 intend 의도하다 55 become ~가 되다

26 care about ~에 대해 신경쓰다 56 apologize 사과하다

27 wrong 잘못 된, 틀린 57 seem to V ~처럼 보이다

28 how to V ~하는 방법 58 apology 사과

29 proper 적절한 59 among ~사이에서

30 include 포함하다 60 relationship 관계

중3 YBM 박준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