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journey 여행 31 complete 완전한

2 psychology 심리학 32 stranger 낯선 사람

3 answer 대답하다 33 beside ~옆에

4 unique 독특한 34 have no idea 모른다(=don't know)

5 chances are 아마도 35 get off (차 등에서) 내리다

6 study 연구 36 strangely 이상하게도

7 behavior 행동 37 that is because
그것은 ~이기 때문이다, 왜

냐하면

8 solution 해결책 38 don't have to V ~할 필요없다

9 become ~가 되다 39 judge(동사) 판단하다

10 less 더 적은, 덜 40 share 공유하다

11 nervous 초조한, 불안해 하는 41 try Ving (시험삼아) 해보다

12 presentation 발표 42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13 in front of ~앞에 43 rival 라이벌, 경쟁자

14 whole 전체의 44 once 과거에, 옛날에

15 stand tall 꼿꼿이 서 있다 45 political 정치적인

16 not ~ anymore 더 이상 ~이 아닌 46 not ~ at all 전혀 ~이 아닌

17 in fact 사실 47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18 confident 자신감 있는 48 plan 계획

19 according to ~에 따르면 49 rare 희귀한, 드문

20 psychologist 심리학자 50 ask O to V
목적어가 ~하는 것을 요구

하다

21 by Ving ~함으로써 51 lend 빌려주다

22 apart (거리, 위치 등이) 떨어져 52 deeply 매우, 깊게

23 place(동사) ~를 놓다 53 enemy 적

24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54 favor(명사) 호의

25 graduate from ~을 졸업하다 55 instead 대신에

26 professional 전문적인

27 however 그러나

28 clear(동사) 깨끗하게 하다, 정리하다

29 decide 결정하다

30 by oneself 혼자서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5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journey 31 complete

2 psychology 32 stranger

3 answer 33 beside

4 unique 34 have no idea

5 chances are 35 get off

6 study 36 strangely

7 behavior 37 that is because

8 solution 38 don't have to V

9 become 39 judge(동사)

10 less 40 share

11 nervous 41 try Ving

12 presentation 42 turn A into B

13 in front of 43 rival

14 whole 44 once

15 stand tall 45 political

16 not ~ anymore 46 not ~ at all

17 in fact 47 come up with

18 confident 48 plan

19 according to 49 rare

20 psychologist 50 ask O to V

21 by Ving 51 lend

22 apart 52 deeply

23 place(동사) 53 enemy

24 not only A but also B 54 favor(명사)

25 graduate from 55 instead

26 professional

27 however

28 clear(동사)

29 decide

30 by oneself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5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ecome 31 political

2 enemy 32 unique

3 judge(동사) 33 favor(명사)

4 according to 34 professional

5 try Ving 35 in fact

6 study 36 clear(동사)

7 stranger 37 ask O to V

8 confident 38 however

9 share 39 stand tall

10 by Ving 40 whole

11 get off 41 not ~ anymore

12 psychology 42 chances are

13 come up with 43 lend

14 not ~ at all 44 once

15 by oneself 45 psychologist

16 complete 46 apart

17 graduate from 47 place(동사)

18 presentation 48 deeply

19 journey 49 rare

20 in front of 50 that is because

21 solution 51 plan

22 decide 52 strangely

23 answer 53 behavior

24 less 54 not only A but also B

25 have no idea 55 beside

26 rival

27 turn A into B

28 don't have to V

29 instead

30 nervous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5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가 되다 31 정치적인

2 적 32 독특한

3 판단하다 33 호의

4 ~에 따르면 34 전문적인

5 (시험삼아) 해보다 35 사실

6 연구 36 깨끗하게 하다, 정리하다

7 낯선 사람 37
목적어가 ~하는 것을 요구

하다

8 자신감 있는 38 그러나

9 공유하다 39 꼿꼿이 서 있다

10 ~함으로써 40 전체의

11 (차 등에서) 내리다 41 더 이상 ~이 아닌

12 심리학 42 아마도

13 생각해내다 43 빌려주다

14 전혀 ~이 아닌 44 과거에, 옛날에

15 혼자서 45 심리학자

16 완전한 46 (거리, 위치 등이) 떨어져

17 ~을 졸업하다 47 ~를 놓다

18 발표 48 매우, 깊게

19 여행 49 희귀한, 드문

20 ~앞에 50
그것은 ~이기 때문이다, 왜

냐하면

21 해결책 51 계획

22 결정하다 52 이상하게도

23 대답하다 53 행동

24 더 적은, 덜 54 A뿐만 아니라 B도

25 모른다(=don't know) 55 ~옆에

26 라이벌, 경쟁자

27 A를 B로 바꾸다

28 ~할 필요없다

29 대신에

30 초조한, 불안해 하는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5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ecome 31 political

2 enemy 32 unique

3 judge(동사) 33 favor(명사)

4 according to 34 professional

5 try Ving 35 in fact

6 연구 36 깨끗하게 하다, 정리하다

7 낯선 사람 37
목적어가 ~하는 것을 요구

하다

8 자신감 있는 38 그러나

9 공유하다 39 꼿꼿이 서 있다

10 ~함으로써 40 전체의

11 get off 41 not ~ anymore

12 psychology 42 chances are

13 come up with 43 lend

14 not ~ at all 44 once

15 by oneself 45 psychologist

16 완전한 46 (거리, 위치 등이) 떨어져

17 ~을 졸업하다 47 ~를 놓다

18 발표 48 매우, 깊게

19 여행 49 희귀한, 드문

20 ~앞에 50
그것은 ~이기 때문이다, 왜

냐하면

21 solution 51 plan

22 decide 52 strangely

23 answer 53 behavior

24 less 54 not only A but also B

25 have no idea 55 beside

26 라이벌, 경쟁자

27 A를 B로 바꾸다

28 ~할 필요없다

29 대신에

30 초조한, 불안해 하는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5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ecome ~가 되다 31 political 정치적인

2 enemy 적 32 unique 독특한

3 judge(동사) 판단하다 33 favor(명사) 호의

4 according to ~에 따르면 34 professional 전문적인

5 try Ving (시험삼아) 해보다 35 in fact 사실

6 study 연구 36 clear(동사) 깨끗하게 하다, 정리하다

7 stranger 낯선 사람 37 ask O to V
목적어가 ~하는 것을 요구

하다

8 confident 자신감 있는 38 however 그러나

9 share 공유하다 39 stand tall 꼿꼿이 서 있다

10 by Ving ~함으로써 40 whole 전체의

11 get off (차 등에서) 내리다 41 not ~ anymore 더 이상 ~이 아닌

12 psychology 심리학 42 chances are 아마도

13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43 lend 빌려주다

14 not ~ at all 전혀 ~이 아닌 44 once 과거에, 옛날에

15 by oneself 혼자서 45 psychologist 심리학자

16 complete 완전한 46 apart (거리, 위치 등이) 떨어져

17 graduate from ~을 졸업하다 47 place(동사) ~를 놓다

18 presentation 발표 48 deeply 매우, 깊게

19 journey 여행 49 rare 희귀한, 드문

20 in front of ~앞에 50 that is because
그것은 ~이기 때문이다, 왜

냐하면

21 solution 해결책 51 plan 계획

22 decide 결정하다 52 strangely 이상하게도

23 answer 대답하다 53 behavior 행동

24 less 더 적은, 덜 54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25 have no idea 모른다(=don't know) 55 beside ~옆에

26 rival 라이벌, 경쟁자

27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28 don't have to V ~할 필요없다

29 instead 대신에

30 nervous 초조한, 불안해 하는

중3 미래엔 최연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