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ware 알고 있는, 자각하고 있는 31 else 또 다른, 그 밖의

2 prepared 준비된 32 collapse 붕괴되다

3 earthquake 지진 33 seem to V ~처럼 보이다

4 suddenly 갑자기 34 toward ~쪽으로, ~를 향해서

5 shake 흔들다, 흔들리다 35 at that moment 그 때에, 그 순간에

6 joke 장난 36 get out of ~에서 빠져 나가다

7 mirror 거울 37 stairs 계단

8 floor 바닥 38 urgently 급하게

9 break into 산산조각나다 39 answer 대답하다

10 piece 조각 40 pull over (차를) 한 쪽에 대다

11 still 여전히 41 immediately 즉시

12 exactly 정확하게 42 find out 알아내다

13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43 nervously 초조하게

14 soon 곧 44 make one's way 나아가다

15 whole 전체의 45 smash 박살내다

16 violently 격렬하게 46 several 몇몇의

17 confusion 혼란 47 space 공간

18 turn to ~로 바뀌다 48 avoid 피하다

19 panic 극심한 공포 49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20 shout 소리치다 50 drills (반복) 훈련

21 since ~때문에 51 scared 무서워 하는

22 experience 경험하다 52 forget 잊다

23 react 반응하다 53 furniture 가구

24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54 seriously 진지하게, 심각하게

25 out of bed 침대 밖으로 55 realize 깨닫다

26 crawl (엎드려) 기다 56 occur 발생하다

27 light 전등 57 at any time 언제든지

28 swing 흔들리다

29 tip over 엎어지다, 넘어지다

30 second 초, 순간

중3 능률 김성곤



제 3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ware 31 else

2 prepared 32 collapse

3 earthquake 33 seem to V

4 suddenly 34 toward

5 shake 35 at that moment

6 joke 36 get out of

7 mirror 37 stairs

8 floor 38 urgently

9 break into 39 answer

10 piece 40 pull over

11 still 41 immediately

12 exactly 42 find out

13 happen 43 nervously

14 soon 44 make one's way

15 whole 45 smash

16 violently 46 several

17 confusion 47 space

18 turn to 48 avoid

19 panic 49 although

20 shout 50 drills

21 since 51 scared

22 experience 52 forget

23 react 53 furniture

24 keep Ving 54 seriously

25 out of bed 55 realize

26 crawl 56 occur

27 light 57 at any time

28 swing

29 tip over

30 second

중3 능률 김성곤



제 3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tairs 31 happen

2 break into 32 answer

3 light 33 second

4 immediately 34 urgently

5 occur 35 panic

6 at that moment 36 exactly

7 violently 37 find out

8 realize 38 prepared

9 piece 39 nervously

10 swing 40 several

11 suddenly 41 since

12 furniture 42 joke

13 collapse 43 smash

14 else 44 seem to V

15 confusion 45 react

16 floor 46 at any time

17 pull over 47 seriously

18 drills 48 mirror

19 turn to 49 although

20 shake 50 toward

21 crawl 51 still

22 earthquake 52 scared

23 keep Ving 53 soon

24 space 54 tip over

25 make one's way 55 experience

26 aware 56 forget

27 shout 57 get out of

28 avoid

29 out of bed

30 whole

중3 능률 김성곤



제 3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계단 31 일어나다, 발생하다

2 산산조각나다 32 대답하다

3 전등 33 초, 순간

4 즉시 34 급하게

5 발생하다 35 극심한 공포

6 그 때에, 그 순간에 36 정확하게

7 격렬하게 37 알아내다

8 깨닫다 38 준비된

9 조각 39 초조하게

10 흔들리다 40 몇몇의

11 갑자기 41 ~때문에

12 가구 42 장난

13 붕괴되다 43 박살내다

14 또 다른, 그 밖의 44 ~처럼 보이다

15 혼란 45 반응하다

16 바닥 46 언제든지

17 (차를) 한 쪽에 대다 47 진지하게, 심각하게

18 (반복) 훈련 48 거울

19 ~로 바뀌다 49 비록 ~일지라도

20 흔들다, 흔들리다 50 ~쪽으로, ~를 향해서

21 (엎드려) 기다 51 여전히

22 지진 52 무서워 하는

23 계속해서 ~하다 53 곧

24 공간 54 엎어지다, 넘어지다

25 나아가다 55 경험하다

26 알고 있는, 자각하고 있는 56 잊다

27 소리치다 57 ~에서 빠져 나가다

28 피하다

29 침대 밖으로

30 전체의

중3 능률 김성곤



제 3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tairs 31 happen

2 break into 32 answer

3 light 33 second

4 immediately 34 urgently

5 occur 35 panic

6 그 때에, 그 순간에 36 정확하게

7 격렬하게 37 알아내다

8 깨닫다 38 준비된

9 조각 39 초조하게

10 흔들리다 40 몇몇의

11 suddenly 41 since

12 furniture 42 joke

13 collapse 43 smash

14 else 44 seem to V

15 confusion 45 react

16 바닥 46 언제든지

17 (차를) 한 쪽에 대다 47 진지하게, 심각하게

18 (반복) 훈련 48 거울

19 ~로 바뀌다 49 비록 ~일지라도

20 흔들다, 흔들리다 50 ~쪽으로, ~를 향해서

21 crawl 51 still

22 earthquake 52 scared

23 keep Ving 53 soon

24 space 54 tip over

25 make one's way 55 experience

26 알고 있는, 자각하고 있는 56 잊다

27 소리치다 57 ~에서 빠져 나가다

28 피하다

29 침대 밖으로

30 전체의

중3 능률 김성곤



제 3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tairs 계단 31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2 break into 산산조각나다 32 answer 대답하다

3 light 전등 33 second 초, 순간

4 immediately 즉시 34 urgently 급하게

5 occur 발생하다 35 panic 극심한 공포

6 at that moment 그 때에, 그 순간에 36 exactly 정확하게

7 violently 격렬하게 37 find out 알아내다

8 realize 깨닫다 38 prepared 준비된

9 piece 조각 39 nervously 초조하게

10 swing 흔들리다 40 several 몇몇의

11 suddenly 갑자기 41 since ~때문에

12 furniture 가구 42 joke 장난

13 collapse 붕괴되다 43 smash 박살내다

14 else 또 다른, 그 밖의 44 seem to V ~처럼 보이다

15 confusion 혼란 45 react 반응하다

16 floor 바닥 46 at any time 언제든지

17 pull over (차를) 한 쪽에 대다 47 seriously 진지하게, 심각하게

18 drills (반복) 훈련 48 mirror 거울

19 turn to ~로 바뀌다 49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20 shake 흔들다, 흔들리다 50 toward ~쪽으로, ~를 향해서

21 crawl (엎드려) 기다 51 still 여전히

22 earthquake 지진 52 scared 무서워 하는

23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53 soon 곧

24 space 공간 54 tip over 엎어지다, 넘어지다

25 make one's way 나아가다 55 experience 경험하다

26 aware 알고 있는, 자각하고 있는 56 forget 잊다

27 shout 소리치다 57 get out of ~에서 빠져 나가다

28 avoid 피하다

29 out of bed 침대 밖으로

30 whole 전체의

중3 능률 김성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