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weet spot
스위트 스폿(배트로 공을

치기에 가장 효율적인 곳)
31 travel 이동하다

2 term 용어 32 wave 파동, 파장

3 widely 널리 33 along ~를 따라서

4 among ~사이에 34 cancel out 상쇄시키다

5 athlete 운동선수 35 lose 잃다

6 exactly 정확하게 36 shaking 흔들림, 진동

7 lead to 이끌다, 초래하다 37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8 wonder 궁금해하다 38 as a result 그 결과

9 how to V ~하는 방법 39 pretty 꽤

10 step 단계 40 around ~근처에

11 below ~밑에 41 why don't you ~하는 게 어때?

12 hammer 망치 42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13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43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14 loosely 느슨하게, 헐겁게 44 until ~할 때까지

15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45 sooner or later 곧, 조만간에

16 thumb 엄지 손가락 46 farther 더 멀리

17 pointer finger 집게 손가락 47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18 so that ~하기 위해서 48 golf club 골프채

19 hang 매달다, 걸다 49 all-around 만능의

20 toward ~쪽으로, ~를 향해서

21 tap (가볍게) 치다

22 gently 부드럽게

23 vibration 진동

24 whenever ~할 때마다

25 strike 치다

26 however 그러나

27 notice 알아차리다

28 slightly 약간, 조금

29 vibrate 진동하다

30 response 반응

중3 능률 양현권



제 5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weet spot 31 travel

2 term 32 wave

3 widely 33 along

4 among 34 cancel out

5 athlete 35 lose

6 exactly 36 shaking

7 lead to 37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8 wonder 38 as a result

9 how to V 39 pretty

10 step 40 around

11 below 41 why don't you

12 hammer 42 try to V

13 although 43 keep Ving

14 loosely 44 until

15 between A and B 45 sooner or later

16 thumb 46 farther

17 pointer finger 47 not only A but also B

18 so that 48 golf club

19 hang 49 all-around

20 toward

21 tap

22 gently

23 vibration

24 whenever

25 strike

26 however

27 notice

28 slightly

29 vibrate

30 response

중3 능률 양현권



제 5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erm 31 although

2 so that 32 shaking

3 response 33 widely

4 try to V 34 wonder

5 hammer 35 along

6 toward 36 not only A but also B

7 vibrate 37 thumb

8 among 38 cancel out

9 keep Ving 39 athlete

10 gently 40 how to V

11 sweet spot 41 as a result

12 around 42 wave

13 all-around 43 loosely

14 why don't you 44 strike

15 golf club 45 hang

16 pretty 46 tap

17 however 47 exactly

18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48 lose

19 travel 49 below

20 farther

21 pointer finger

22 sooner or later

23 whenever

24 vibration

25 step

26 until

27 slightly

28 lead to

29 notice

30 between A and B

중3 능률 양현권



제 5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용어 31 비록 ~일지라도

2 ~하기 위해서 32 흔들림, 진동

3 반응 33 널리

4 ~하려고 노력하다 34 궁금해하다

5 망치 35 ~를 따라서

6 ~쪽으로, ~를 향해서 36 A뿐만 아니라 B도

7 진동하다 37 엄지 손가락

8 ~사이에 38 상쇄시키다

9 계속해서 ~하다 39 운동선수

10 부드럽게 40 ~하는 방법

11
스위트 스폿(배트로 공을

치기에 가장 효율적인 곳)
41 그 결과

12 ~근처에 42 파동, 파장

13 만능의 43 느슨하게, 헐겁게

14 ~하는 게 어때? 44 치다

15 골프채 45 매달다, 걸다

16 꽤 46 (가볍게) 치다

17 그러나 47 정확하게

18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48 잃다

19 이동하다 49 ~밑에

20 더 멀리

21 집게 손가락

22 곧, 조만간에

23 ~할 때마다

24 진동

25 단계

26 ~할 때까지

27 약간, 조금

28 이끌다, 초래하다

29 알아차리다

30 A와 B 사이에

중3 능률 양현권



제 5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erm 31 although

2 so that 32 shaking

3 response 33 widely

4 try to V 34 wonder

5 hammer 35 along

6 ~쪽으로, ~를 향해서 36 A뿐만 아니라 B도

7 진동하다 37 엄지 손가락

8 ~사이에 38 상쇄시키다

9 계속해서 ~하다 39 운동선수

10 부드럽게 40 ~하는 방법

11 sweet spot 41 as a result

12 around 42 wave

13 all-around 43 loosely

14 why don't you 44 strike

15 golf club 45 hang

16 꽤 46 (가볍게) 치다

17 그러나 47 정확하게

18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48 잃다

19 이동하다 49 ~밑에

20 더 멀리

21 pointer finger

22 sooner or later

23 whenever

24 vibration

25 step

26 ~할 때까지

27 약간, 조금

28 이끌다, 초래하다

29 알아차리다

30 A와 B 사이에

중3 능률 양현권



제 5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erm 용어 31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2 so that ~하기 위해서 32 shaking 흔들림, 진동

3 response 반응 33 widely 널리

4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34 wonder 궁금해하다

5 hammer 망치 35 along ~를 따라서

6 toward ~쪽으로, ~를 향해서 36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7 vibrate 진동하다 37 thumb 엄지 손가락

8 among ~사이에 38 cancel out 상쇄시키다

9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39 athlete 운동선수

10 gently 부드럽게 40 how to V ~하는 방법

11 sweet spot
스위트 스폿(배트로 공을

치기에 가장 효율적인 곳)
41 as a result 그 결과

12 around ~근처에 42 wave 파동, 파장

13 all-around 만능의 43 loosely 느슨하게, 헐겁게

14 why don't you ~하는 게 어때? 44 strike 치다

15 golf club 골프채 45 hang 매달다, 걸다

16 pretty 꽤 46 tap (가볍게) 치다

17 however 그러나 47 exactly 정확하게

18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48 lose 잃다

19 travel 이동하다 49 below ~밑에

20 farther 더 멀리

21 pointer finger 집게 손가락

22 sooner or later 곧, 조만간에

23 whenever ~할 때마다

24 vibration 진동

25 step 단계

26 until ~할 때까지

27 slightly 약간, 조금

28 lead to 이끌다, 초래하다

29 notice 알아차리다

30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중3 능률 양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