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ollow 따르다 31 beat (심장 등이) 뛰다

2 photographer 사진사 32 enter 참가하다

3 be going to V ~할 것이다(=will) 33 contest 대회, 시합

4 realize 실현시키다; 깨닫다 34 surprisingly 놀랍게도

5 hope 희망(하다) 35 first prize 1등상

6 inspire 영감을 주다 36 suddenly 갑자기

7 also 또한 37 become ~가 되다

8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 38 learn 배우다

9 however 그러나 39 photography 사진술, 사진찍기

10 never 결코 ~하지 않는 40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11 lead to 이끌다, 초래하다 41 get better 나아지다

12 in fact 사실 42 part-time work 시간제 근무, 아르바이트

13 not ~ at all 전혀 ~이 아닌 43 bold 대담한

14 had to V
(must의 과거) ~해야만 했

었다
44 decision 결정

15 decide 결정하다 45 quit 그만두다

16 major 전공 46 for a living 생계를 위해

17 college 대학 47 sure 확실한

18 choose 선택하다 48 if ~인지 아닌지

19 engineering (학문) 공학 49 succeed 성공하다

20 engineer 엔지니어 50 professional 전문적인

21 look OK 괜찮아 보이다 51 advice 충고, 조언

22 company 회사 52 in my case 나의 경우에는

23 stable 안정적인 53 pursue 추구하다, 따르다

24 job 일, 직업 54 through ~를 통해서

25 whether ~인지 아닌지 55 hard work 열심히 한 일, 노력

26 go on vacation 휴가를 가다 56 courage 용기

27 chance 기회 57 afraid 두려워 하는

28 Northern Lights 북극광, 오로라 58 truly 진실로

29 amazing 놀라운

30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중3 동아 윤정미



제 1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ollow 31 beat

2 photographer 32 enter

3 be going to V 33 contest

4 realize 34 surprisingly

5 hope 35 first prize

6 inspire 36 suddenly

7 also 37 become

8 take a picture 38 learn

9 however 39 photography

10 never 40 trial and error

11 lead to 41 get better

12 in fact 42 part-time work

13 not ~ at all 43 bold

14 had to V 44 decision

15 decide 45 quit

16 major 46 for a living

17 college 47 sure

18 choose 48 if

19 engineering 49 succeed

20 engineer 50 professional

21 look OK 51 advice

22 company 52 in my case

23 stable 53 pursue

24 job 54 through

25 whether 55 hard work

26 go on vacation 56 courage

27 chance 57 afraid

28 Northern Lights 58 truly

29 amazing

30 for the first time

중3 동아 윤정미



제 1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ollow 31 professional

2 job 32 whether

3 if 33 had to V

4 not ~ at all 34 stable

5 chance 35 learn

6 surprisingly 36 suddenly

7 get better 37 inspire

8 through 38 truly

9 company 39 hope

10 lead to 40 pursue

11 first prize 41 college

12 for a living 42 amazing

13 however 43 be going to V

14 advice 44 choose

15 sure 45 also

16 in my case 46 part-time work

17 quit 47 go on vacation

18 bold 48 beat

19 become 49 Northern Lights

20 enter 50 contest

21 realize 51 major

22 afraid 52 decide

23 take a picture 53 decision

24 never 54 engineer

25 succeed 55 photography

26 look OK 56 photographer

27 engineering 57 trial and error

28 hard work 58 for the first time

29 courage

30 in fact

중3 동아 윤정미



제 1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따르다 31 전문적인

2 일, 직업 32 ~인지 아닌지

3 ~인지 아닌지 33
(must의 과거) ~해야만 했

었다

4 전혀 ~이 아닌 34 안정적인

5 기회 35 배우다

6 놀랍게도 36 갑자기

7 나아지다 37 영감을 주다

8 ~를 통해서 38 진실로

9 회사 39 희망(하다)

10 이끌다, 초래하다 40 추구하다, 따르다

11 1등상 41 대학

12 생계를 위해 42 놀라운

13 그러나 43 ~할 것이다(=will)

14 충고, 조언 44 선택하다

15 확실한 45 또한

16 나의 경우에는 46 시간제 근무, 아르바이트

17 그만두다 47 휴가를 가다

18 대담한 48 (심장 등이) 뛰다

19 ~가 되다 49 북극광, 오로라

20 참가하다 50 대회, 시합

21 실현시키다; 깨닫다 51 전공

22 두려워 하는 52 결정하다

23 사진을 찍다 53 결정

24 결코 ~하지 않는 54 엔지니어

25 성공하다 55 사진술, 사진찍기

26 괜찮아 보이다 56 사진사

27 (학문) 공학 57 시행착오

28 열심히 한 일, 노력 58 처음으로

29 용기

30 사실

중3 동아 윤정미



제 1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ollow 31 professional

2 job 32 whether

3 if 33 had to V

4 not ~ at all 34 stable

5 chance 35 learn

6 놀랍게도 36 갑자기

7 나아지다 37 영감을 주다

8 ~를 통해서 38 진실로

9 회사 39 희망(하다)

10 이끌다, 초래하다 40 추구하다, 따르다

11 first prize 41 college

12 for a living 42 amazing

13 however 43 be going to V

14 advice 44 choose

15 sure 45 also

16 나의 경우에는 46 시간제 근무, 아르바이트

17 그만두다 47 휴가를 가다

18 대담한 48 (심장 등이) 뛰다

19 ~가 되다 49 북극광, 오로라

20 참가하다 50 대회, 시합

21 realize 51 major

22 afraid 52 decide

23 take a picture 53 decision

24 never 54 engineer

25 succeed 55 photography

26 괜찮아 보이다 56 사진사

27 (학문) 공학 57 시행착오

28 열심히 한 일, 노력 58 처음으로

29 용기

30 사실

중3 동아 윤정미



제 1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ollow 따르다 31 professional 전문적인

2 job 일, 직업 32 whether ~인지 아닌지

3 if ~인지 아닌지 33 had to V
(must의 과거) ~해야만 했

었다

4 not ~ at all 전혀 ~이 아닌 34 stable 안정적인

5 chance 기회 35 learn 배우다

6 surprisingly 놀랍게도 36 suddenly 갑자기

7 get better 나아지다 37 inspire 영감을 주다

8 through ~를 통해서 38 truly 진실로

9 company 회사 39 hope 희망(하다)

10 lead to 이끌다, 초래하다 40 pursue 추구하다, 따르다

11 first prize 1등상 41 college 대학

12 for a living 생계를 위해 42 amazing 놀라운

13 however 그러나 43 be going to V ~할 것이다(=will)

14 advice 충고, 조언 44 choose 선택하다

15 sure 확실한 45 also 또한

16 in my case 나의 경우에는 46 part-time work 시간제 근무, 아르바이트

17 quit 그만두다 47 go on vacation 휴가를 가다

18 bold 대담한 48 beat (심장 등이) 뛰다

19 become ~가 되다 49 Northern Lights 북극광, 오로라

20 enter 참가하다 50 contest 대회, 시합

21 realize 실현시키다; 깨닫다 51 major 전공

22 afraid 두려워 하는 52 decide 결정하다

23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 53 decision 결정

24 never 결코 ~하지 않는 54 engineer 엔지니어

25 succeed 성공하다 55 photography 사진술, 사진찍기

26 look OK 괜찮아 보이다 56 photographer 사진사

27 engineering (학문) 공학 57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28 hard work 열심히 한 일, 노력 58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29 courage 용기

30 in fact 사실

중3 동아 윤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