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ifference 다른점, 차이 31 machine 기계

2 bring 가지고 오다 32 device 장치, 도구

3 peace 평화 33 motorcycle 오토바이

4 town 마을 34 broken 고장이 난

5 southern 남쪽의 35 finally 마침내

6 National Park 국립공원 36 be proud of ~를 자랑스럽게 여기다

7 fence 울타리 37 since then 그 때 이후로

8 wild animal 야생 동물 38 set up 설치하다, 세우다

9 freely 자유롭게 39 community 지역사회

10 raise 키우다 40 complain 불평하다

11 as a result 그 결과 41 exactly 정확하게

12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42 lovely 사랑스러운

13 protect 보호하다 43 surprisingly 놀랍게도

14 lie 눕다 44 scare away (겁을 주어) 쫓아내다

15 dead 죽은 45 such as ~와 같은

16 realize 깨닫다 46 experience 경험

17 ignore 무시하다 47 even though 비록 ~일지라도

18 situation 상황 48 prevent O from Ving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19 be afraid of ~를 두려워하다 49 thanks to ~덕분에

20 work 효과가 있다 50 scholarship 장학금

21 instead 대신에

22 another 또 다른

23 scarecrow 허수아비

24 clever 현명한, 똑똑한

25 turn away 떠나가다, 돌아가다

26 discover 발견하다

27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28 decide 결정하다

29 invent 발명하다

30 electronically 전기적으로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1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ifference 31 machine

2 bring 32 device

3 peace 33 motorcycle

4 town 34 broken

5 southern 35 finally

6 National Park 36 be proud of

7 fence 37 since then

8 wild animal 38 set up

9 freely 39 community

10 raise 40 complain

11 as a result 41 exactly

12 try to V 42 lovely

13 protect 43 surprisingly

14 lie 44 scare away

15 dead 45 such as

16 realize 46 experience

17 ignore 47 even though

18 situation 48 prevent O from Ving

19 be afraid of 49 thanks to

20 work 50 scholarship

21 instead

22 another

23 scarecrow

24 clever

25 turn away

26 discover

27 come up with

28 decide

29 invent

30 electronically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1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evice 31 finally

2 broken 32 complain

3 dead 33 try to V

4 invent 34 situation

5 town 35 fence

6 lie 36 scholarship

7 another 37 come up with

8 scarecrow 38 peace

9 motorcycle 39 work

10 even though 40 difference

11 National Park 41 since then

12 southern 42 be proud of

13 prevent O from Ving 43 set up

14 thanks to 44 such as

15 electronically 45 discover

16 surprisingly 46 lovely

17 exactly 47 machine

18 experience 48 scare away

19 ignore 49 decide

20 realize 50 community

21 as a result

22 wild animal

23 raise

24 bring

25 freely

26 clever

27 turn away

28 instead

29 be afraid of

30 protect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1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장치, 도구 31 마침내

2 고장이 난 32 불평하다

3 죽은 33 ~하려고 노력하다

4 발명하다 34 상황

5 마을 35 울타리

6 눕다 36 장학금

7 또 다른 37 생각해내다

8 허수아비 38 평화

9 오토바이 39 효과가 있다

10 비록 ~일지라도 40 다른점, 차이

11 국립공원 41 그 때 이후로

12 남쪽의 42 ~를 자랑스럽게 여기다

13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43 설치하다, 세우다

14 ~덕분에 44 ~와 같은

15 전기적으로 45 발견하다

16 놀랍게도 46 사랑스러운

17 정확하게 47 기계

18 경험 48 (겁을 주어) 쫓아내다

19 무시하다 49 결정하다

20 깨닫다 50 지역사회

21 그 결과

22 야생 동물

23 키우다

24 가지고 오다

25 자유롭게

26 현명한, 똑똑한

27 떠나가다, 돌아가다

28 대신에

29 ~를 두려워하다

30 보호하다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1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evice 31 finally

2 broken 32 complain

3 dead 33 try to V

4 invent 34 situation

5 town 35 fence

6 눕다 36 장학금

7 또 다른 37 생각해내다

8 허수아비 38 평화

9 오토바이 39 효과가 있다

10 비록 ~일지라도 40 다른점, 차이

11 National Park 41 since then

12 southern 42 be proud of

13 prevent O from Ving 43 set up

14 thanks to 44 such as

15 electronically 45 discover

16 놀랍게도 46 사랑스러운

17 정확하게 47 기계

18 경험 48 (겁을 주어) 쫓아내다

19 무시하다 49 결정하다

20 깨닫다 50 지역사회

21 as a result

22 wild animal

23 raise

24 bring

25 freely

26 현명한, 똑똑한

27 떠나가다, 돌아가다

28 대신에

29 ~를 두려워하다

30 보호하다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1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evice 장치, 도구 31 finally 마침내

2 broken 고장이 난 32 complain 불평하다

3 dead 죽은 33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4 invent 발명하다 34 situation 상황

5 town 마을 35 fence 울타리

6 lie 눕다 36 scholarship 장학금

7 another 또 다른 37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8 scarecrow 허수아비 38 peace 평화

9 motorcycle 오토바이 39 work 효과가 있다

10 even though 비록 ~일지라도 40 difference 다른점, 차이

11 National Park 국립공원 41 since then 그 때 이후로

12 southern 남쪽의 42 be proud of ~를 자랑스럽게 여기다

13 prevent O from Ving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43 set up 설치하다, 세우다

14 thanks to ~덕분에 44 such as ~와 같은

15 electronically 전기적으로 45 discover 발견하다

16 surprisingly 놀랍게도 46 lovely 사랑스러운

17 exactly 정확하게 47 machine 기계

18 experience 경험 48 scare away (겁을 주어) 쫓아내다

19 ignore 무시하다 49 decide 결정하다

20 realize 깨닫다 50 community 지역사회

21 as a result 그 결과

22 wild animal 야생 동물

23 raise 키우다

24 bring 가지고 오다

25 freely 자유롭게

26 clever 현명한, 똑똑한

27 turn away 떠나가다, 돌아가다

28 instead 대신에

29 be afraid of ~를 두려워하다

30 protect 보호하다

중3 지학사 민찬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