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assion 열정 31 represent 대표하다

2 more than ~이상 32 that is why 그래서, 그것은 ~한 이유다

3 no more 더 이상 ~이 없는 33 opening ceremony 개회식

4 official(명사) 직원 34 marathon 마라톤

5 decide 결정하다 35 as a result 그 결과

6 remove 제거하다 36 be proud of ~를 자랑스럽게 여기다

7 prepare 준비하다 37 enough 충분한

8 closing ceremony 폐막식

9 stadium 경기장

10 wrong 잘못 된

11 still 그러나; 여전히

12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13 toward ~쪽으로, ~를 향해서

14 volunteer 자원봉사자

15 preparation 준비

16 suddenly 갑자기

17 celebration 축하

18 cheer 환호하다

19 go for it! 한 번 해봐!

20 through ~를 통해서

21 reporter 기자

22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23 injure 부상(을 입히다)

24 during ~동안에

25 practice 연습

26 get worse 더 나빠지다

27 give up 포기하다

28 too ~ to V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29 far behind 크게 뒤떨어진

30 athlete 운동선수

중3 YBM 송미정



제 1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assion 31 represent

2 more than 32 that is why

3 no more 33 opening ceremony

4 official(명사) 34 marathon

5 decide 35 as a result

6 remove 36 be proud of

7 prepare 37 enough

8 closing ceremony

9 stadium

10 wrong

11 still

12 keep Ving

13 toward

14 volunteer

15 preparation

16 suddenly

17 celebration

18 cheer

19 go for it!

20 through

21 reporter

22 happen

23 injure

24 during

25 practice

26 get worse

27 give up

28 too ~ to V

29 far behind

30 athlete

중3 YBM 송미정



제 1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oo ~ to V 31 opening ceremony

2 that is why 32 volunteer

3 go for it! 33 official(명사)

4 far behind 34 give up

5 toward 35 keep Ving

6 prepare 36 cheer

7 preparation 37 stadium

8 no more

9 closing ceremony

10 remove

11 during

12 be proud of

13 wrong

14 enough

15 get worse

16 more than

17 happen

18 decide

19 marathon

20 as a result

21 practice

22 through

23 still

24 suddenly

25 celebration

26 injure

27 passion

28 athlete

29 reporter

30 represent

중3 YBM 송미정



제 1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31 개회식

2 그래서, 그것은 ~한 이유다 32 자원봉사자

3 한 번 해봐! 33 직원

4 크게 뒤떨어진 34 포기하다

5 ~쪽으로, ~를 향해서 35 계속해서 ~하다

6 준비하다 36 환호하다

7 준비 37 경기장

8 더 이상 ~이 없는

9 폐막식

10 제거하다

11 ~동안에

12 ~를 자랑스럽게 여기다

13 잘못 된

14 충분한

15 더 나빠지다

16 ~이상

17 일어나다, 발생하다

18 결정하다

19 마라톤

20 그 결과

21 연습

22 ~를 통해서

23 그러나; 여전히

24 갑자기

25 축하

26 부상(을 입히다)

27 열정

28 운동선수

29 기자

30 대표하다

중3 YBM 송미정



제 1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oo ~ to V 31 opening ceremony

2 that is why 32 volunteer

3 go for it! 33 official(명사)

4 far behind 34 give up

5 toward 35 keep Ving

6 준비하다 36 환호하다

7 준비 37 경기장

8 더 이상 ~이 없는

9 폐막식

10 제거하다

11 during

12 be proud of

13 wrong

14 enough

15 get worse

16 ~이상

17 일어나다, 발생하다

18 결정하다

19 마라톤

20 그 결과

21 practice

22 through

23 still

24 suddenly

25 celebration

26 부상(을 입히다)

27 열정

28 운동선수

29 기자

30 대표하다

중3 YBM 송미정



제 1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oo ~ to V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31 opening ceremony 개회식

2 that is why 그래서, 그것은 ~한 이유다 32 volunteer 자원봉사자

3 go for it! 한 번 해봐! 33 official(명사) 직원

4 far behind 크게 뒤떨어진 34 give up 포기하다

5 toward ~쪽으로, ~를 향해서 35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6 prepare 준비하다 36 cheer 환호하다

7 preparation 준비 37 stadium 경기장

8 no more 더 이상 ~이 없는

9 closing ceremony 폐막식

10 remove 제거하다

11 during ~동안에

12 be proud of ~를 자랑스럽게 여기다

13 wrong 잘못 된

14 enough 충분한

15 get worse 더 나빠지다

16 more than ~이상

17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18 decide 결정하다

19 marathon 마라톤

20 as a result 그 결과

21 practice 연습

22 through ~를 통해서

23 still 그러나; 여전히

24 suddenly 갑자기

25 celebration 축하

26 injure 부상(을 입히다)

27 passion 열정

28 athlete 운동선수

29 reporter 기자

30 represent 대표하다

중3 YBM 송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