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get along 사이좋게 지내다, 어울리다 31 still 여전히

2 hate 싫어하다 32 get better 나아지다

3 do without ~없이 지내다 33 whenever ~할 때마다

4 meaning 의미 34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5 reply 대답 35 support 지지하다

6 often 자주, 종종 36 than before 이전 보다

7 whether ~인지 아닌지 37 what ~ like (=how) 어떤지

8 more often than not 자주, 종종 38 get to V ~하게 되다

9 sure 확신하는 39 each other 서로서로

10 bother 괴롭히다 40 toward ~쪽으로, ~를 향해서

11 all the time 항상 41 this year 올해

12 without ~없이 42 golden child
황금의 아이(사랑받는 아

이)

13 permission 허락, 허가 43 needless to say ~는 말할 필요도 없이

14 shout 소리치다 44 stressful 스트레스 받는

15 aske O to V
목적어에게 V하라고 요구

하다
45 such 매우; 그러한

16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46 shining 빛나는; 뛰어난

17 get on one's nerve 신경을 건드리다 47 in fact 사실

18 until ~할 때까지 48 be poor at ~를 못하다

19 end up Ving 결국 ~이 되다 49 be great at ~를 잘하다

20 at one's worst 상태가 제일 나쁜 50 have a hard time Ving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21 stick by ~를 지지하다, 옆에 있다 51 pleased 즐거운

22 do so 그렇게 하다 52 appreciate (가치, 진가를) 인정해주다

23 share(동사) 공유하다 53 not always 항상 ~는 아니다

24 mood 기분 54 believe in (좀 더 확실히) 믿다

25 every minute 매 순간마다 55
every man for his own
trade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

다

26 lose one's temper 자제력을 잃다, 화를 내다 56 own(형용사) 자신의

27 one moment 어느 순간에 57 difficulty 어려움

28 film 영화 58 at the same time 동시에

29 put up with 견디다, 참다 59 be made of ~로 만들어지다

30 turn 차례, 순서 60 laughter 웃음

중3 능률 양현권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grow ~이 되다

중3 능률 양현권



제 1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get along 31 still

2 hate 32 get better

3 do without 33 whenever

4 meaning 34 try to V

5 reply 35 support

6 often 36 than before

7 whether 37 what ~ like

8 more often than not 38 get to V

9 sure 39 each other

10 bother 40 toward

11 all the time 41 this year

12 without 42 golden child

13 permission 43 needless to say

14 shout 44 stressful

15 aske O to V 45 such

16 keep Ving 46 shining

17 get on one's nerve 47 in fact

18 until 48 be poor at

19 end up Ving 49 be great at

20 at one's worst 50 have a hard time Ving

21 stick by 51 pleased

22 do so 52 appreciate

23 share(동사) 53 not always

24 mood 54 believe in

25 every minute 55
every man for his own
trade

26 lose one's temper 56 own(형용사)

27 one moment 57 difficulty

28 film 58 at the same time

29 put up with 59 be made of

30 turn 60 laughter

중3 능률 양현권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grow

중3 능률 양현권



제 1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very minute 31 one moment

2 than before 32 do so

3 permission 33 at one's worst

4 golden child 34 mood

5 lose one's temper 35 often

6 try to V 36 have a hard time Ving

7
every man for his own
trade

37 turn

8 put up with 38 film

9 pleased 39 end up Ving

10 stressful 40 toward

11 needless to say 41 meaning

12 at the same time 42 grow

13 support 43 until

14 believe in 44 laughter

15 in fact 45 be poor at

16 this year 46 not always

17 difficulty 47 aske O to V

18 bother 48 each other

19 whether 49 share(동사)

20 reply 50 get better

21 shout 51 whenever

22 stick by 52 do without

23 all the time 53 without

24 shining 54 keep Ving

25 be great at 55 sure

26 own(형용사) 56 more often than not

27 get on one's nerve 57 what ~ like

28 appreciate 58 hate

29 get to V 59 get along

30 still 60 such

중3 능률 양현권



제 1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매 순간마다 31 어느 순간에

2 이전 보다 32 그렇게 하다

3 허락, 허가 33 상태가 제일 나쁜

4
황금의 아이(사랑받는 아

이)
34 기분

5 자제력을 잃다, 화를 내다 35 자주, 종종

6 ~하려고 노력하다 36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7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

다
37 차례, 순서

8 견디다, 참다 38 영화

9 즐거운 39 결국 ~이 되다

10 스트레스 받는 40 ~쪽으로, ~를 향해서

11 ~는 말할 필요도 없이 41 의미

12 동시에 42 ~이 되다

13 지지하다 43 ~할 때까지

14 (좀 더 확실히) 믿다 44 웃음

15 사실 45 ~를 못하다

16 올해 46 항상 ~는 아니다

17 어려움 47
목적어에게 V하라고 요구

하다

18 괴롭히다 48 서로서로

19 ~인지 아닌지 49 공유하다

20 대답 50 나아지다

21 소리치다 51 ~할 때마다

22 ~를 지지하다, 옆에 있다 52 ~없이 지내다

23 항상 53 ~없이

24 빛나는; 뛰어난 54 계속해서 ~하다

25 ~를 잘하다 55 확신하는

26 자신의 56 자주, 종종

27 신경을 건드리다 57 (=how) 어떤지

28 (가치, 진가를) 인정해주다 58 싫어하다

29 ~하게 되다 59 사이좋게 지내다, 어울리다

30 여전히 60 매우; 그러한

중3 능률 양현권



제 1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very minute 31 one moment

2 than before 32 do so

3 permission 33 at one's worst

4 golden child 34 mood

5 lose one's temper 35 often

6 ~하려고 노력하다 36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7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

다
37 차례, 순서

8 견디다, 참다 38 영화

9 즐거운 39 결국 ~이 되다

10 스트레스 받는 40 ~쪽으로, ~를 향해서

11 needless to say 41 meaning

12 at the same time 42 grow

13 support 43 until

14 believe in 44 laughter

15 in fact 45 be poor at

16 올해 46 항상 ~는 아니다

17 어려움 47
목적어에게 V하라고 요구

하다

18 괴롭히다 48 서로서로

19 ~인지 아닌지 49 공유하다

20 대답 50 나아지다

21 shout 51 whenever

22 stick by 52 do without

23 all the time 53 without

24 shining 54 keep Ving

25 be great at 55 sure

26 자신의 56 자주, 종종

27 신경을 건드리다 57 (=how) 어떤지

28 (가치, 진가를) 인정해주다 58 싫어하다

29 ~하게 되다 59 사이좋게 지내다, 어울리다

30 여전히 60 매우; 그러한

중3 능률 양현권



제 1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very minute 매 순간마다 31 one moment 어느 순간에

2 than before 이전 보다 32 do so 그렇게 하다

3 permission 허락, 허가 33 at one's worst 상태가 제일 나쁜

4 golden child
황금의 아이(사랑받는 아

이)
34 mood 기분

5 lose one's temper 자제력을 잃다, 화를 내다 35 often 자주, 종종

6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36 have a hard time Ving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7
every man for his own
trade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

다
37 turn 차례, 순서

8 put up with 견디다, 참다 38 film 영화

9 pleased 즐거운 39 end up Ving 결국 ~이 되다

10 stressful 스트레스 받는 40 toward ~쪽으로, ~를 향해서

11 needless to say ~는 말할 필요도 없이 41 meaning 의미

12 at the same time 동시에 42 grow ~이 되다

13 support 지지하다 43 until ~할 때까지

14 believe in (좀 더 확실히) 믿다 44 laughter 웃음

15 in fact 사실 45 be poor at ~를 못하다

16 this year 올해 46 not always 항상 ~는 아니다

17 difficulty 어려움 47 aske O to V
목적어에게 V하라고 요구

하다

18 bother 괴롭히다 48 each other 서로서로

19 whether ~인지 아닌지 49 share(동사) 공유하다

20 reply 대답 50 get better 나아지다

21 shout 소리치다 51 whenever ~할 때마다

22 stick by ~를 지지하다, 옆에 있다 52 do without ~없이 지내다

23 all the time 항상 53 without ~없이

24 shining 빛나는; 뛰어난 54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25 be great at ~를 잘하다 55 sure 확신하는

26 own(형용사) 자신의 56 more often than not 자주, 종종

27 get on one's nerve 신경을 건드리다 57 what ~ like (=how) 어떤지

28 appreciate (가치, 진가를) 인정해주다 58 hate 싫어하다

29 get to V ~하게 되다 59 get along 사이좋게 지내다, 어울리다

30 still 여전히 60 such 매우; 그러한

중3 능률 양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