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judge 판단하다 31 be worth Ving ~할 만한 가치가 있다

2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

라.
32 try 시도하다

3 social study 사회 33 walk away 떠나 버리다

4 announcement 발표 34 topic 주제

5 create 만들다 35 give up 포기하다

6 check out 확인하다 36 ask 요구하다, 물어보다

7 call out 부르다 37 advice 충고, 조언

8 each 각각의 38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9 after a while 잠시 후 39 carefully 신중히

10 wonder 궁금해하다 40 come across 발견하다

11 continue 계속하다 41 amazing 놀라운

12 believe 믿다 42 fact 사실

13 anyone 누구도 43 comic book 만화책

14 feel like Ving ~하고 싶다 44 expert 전문가

15 in common 공통으로 45 culture 문화

16 draw 그리다 46 sound(동사) 들리다

17 by oneself 혼자서 47 a bit 약간, 조금

18 interest 관심, 흥미 48 Argentina 아르헨티나

19 seem ~처럼 보이다 49 Vietnamese 베트남인

20
have one's nose in a
book

책만 본다 50 used to V ~하곤 했다, ~이곤 했다

21 cannot help Ving ~하지 않을 수 없다 51 history 역사

22 unlucky 불행한 52 introduce 소개하다

23 decide 결정하다 53 cover(동사)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다

루다

24 convince 설득시키다 54 be in charge of 책임을 맡다

25 maybe 아마도 55 edit 편집하다

26 let
~하게 하다, ~하도록 허락

하다
56 whole 전체의

27 gently 부드럽게 57 success 성공

28 place(동사) ~를 놓다 58 receive 받다

29 shoulder 어깨 59 become ~가 되다

30 get to V ~하게 되다 60 saying 격언

중3 금성 최인철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turn into ~로 바뀌다

62 favorite 좋아하는

중3 금성 최인철



제 1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judge 31 be worth Ving

2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32 try

3 social study 33 walk away

4 announcement 34 topic

5 create 35 give up

6 check out 36 ask

7 call out 37 advice

8 each 38 try to V

9 after a while 39 carefully

10 wonder 40 come across

11 continue 41 amazing

12 believe 42 fact

13 anyone 43 comic book

14 feel like Ving 44 expert

15 in common 45 culture

16 draw 46 sound(동사)

17 by oneself 47 a bit

18 interest 48 Argentina

19 seem 49 Vietnamese

20
have one's nose in a
book

50 used to V

21 cannot help Ving 51 history

22 unlucky 52 introduce

23 decide 53 cover(동사)

24 convince 54 be in charge of

25 maybe 55 edit

26 let 56 whole

27 gently 57 success

28 place(동사) 58 receive

29 shoulder 59 become

30 get to V 60 saying

중3 금성 최인철



제 1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turn into

62 favorite

중3 금성 최인철



제 1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raw 31 turn into

2 seem 32 social study

3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33 Argentina

4 in common 34 each

5
have one's nose in a
book

35 Vietnamese

6 amazing 36 comic book

7 walk away 37 culture

8 try to V 38 whole

9 shoulder 39 advice

10 favorite 40 judge

11 let 41 place(동사)

12 give up 42 get to V

13 check out 43 interest

14 success 44 believe

15 after a while 45 decide

16 expert 46 call out

17 by oneself 47 topic

18 edit 48 wonder

19 a bit 49 anyone

20 receive 50 try

21 announcement 51 sound(동사)

22 fact 52 saying

23 used to V 53 convince

24 cover(동사) 54 become

25 be worth Ving 55 introduce

26 cannot help Ving 56 ask

27 unlucky 57 history

28 come across 58 carefully

29 be in charge of 59 maybe

30 gently 60 feel like Ving

중3 금성 최인철



제 1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그리다 31 ~로 바뀌다

2 ~처럼 보이다 32 사회

3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

라.
33 아르헨티나

4 공통으로 34 각각의

5 책만 본다 35 베트남인

6 놀라운 36 만화책

7 떠나 버리다 37 문화

8 ~하려고 노력하다 38 전체의

9 어깨 39 충고, 조언

10 좋아하는 40 판단하다

11
~하게 하다, ~하도록 허락

하다
41 ~를 놓다

12 포기하다 42 ~하게 되다

13 확인하다 43 관심, 흥미

14 성공 44 믿다

15 잠시 후 45 결정하다

16 전문가 46 부르다

17 혼자서 47 주제

18 편집하다 48 궁금해하다

19 약간, 조금 49 누구도

20 받다 50 시도하다

21 발표 51 들리다

22 사실 52 격언

23 ~하곤 했다, ~이곤 했다 53 설득시키다

24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다

루다
54 ~가 되다

25 ~할 만한 가치가 있다 55 소개하다

26 ~하지 않을 수 없다 56 요구하다, 물어보다

27 불행한 57 역사

28 발견하다 58 신중히

29 책임을 맡다 59 아마도

30 부드럽게 60 ~하고 싶다

중3 금성 최인철



제 1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raw 31 turn into

2 seem 32 social study

3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33 Argentina

4 in common 34 each

5
have one's nose in a
book

35 Vietnamese

6 놀라운 36 만화책

7 떠나 버리다 37 문화

8 ~하려고 노력하다 38 전체의

9 어깨 39 충고, 조언

10 좋아하는 40 판단하다

11 let 41 place(동사)

12 give up 42 get to V

13 check out 43 interest

14 success 44 believe

15 after a while 45 decide

16 전문가 46 부르다

17 혼자서 47 주제

18 편집하다 48 궁금해하다

19 약간, 조금 49 누구도

20 받다 50 시도하다

21 announcement 51 sound(동사)

22 fact 52 saying

23 used to V 53 convince

24 cover(동사) 54 become

25 be worth Ving 55 introduce

26 ~하지 않을 수 없다 56 요구하다, 물어보다

27 불행한 57 역사

28 발견하다 58 신중히

29 책임을 맡다 59 아마도

30 부드럽게 60 ~하고 싶다

중3 금성 최인철



제 1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raw 그리다 31 turn into ~로 바뀌다

2 seem ~처럼 보이다 32 social study 사회

3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

라.
33 Argentina 아르헨티나

4 in common 공통으로 34 each 각각의

5
have one's nose in a
book

책만 본다 35 Vietnamese 베트남인

6 amazing 놀라운 36 comic book 만화책

7 walk away 떠나 버리다 37 culture 문화

8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38 whole 전체의

9 shoulder 어깨 39 advice 충고, 조언

10 favorite 좋아하는 40 judge 판단하다

11 let
~하게 하다, ~하도록 허락

하다
41 place(동사) ~를 놓다

12 give up 포기하다 42 get to V ~하게 되다

13 check out 확인하다 43 interest 관심, 흥미

14 success 성공 44 believe 믿다

15 after a while 잠시 후 45 decide 결정하다

16 expert 전문가 46 call out 부르다

17 by oneself 혼자서 47 topic 주제

18 edit 편집하다 48 wonder 궁금해하다

19 a bit 약간, 조금 49 anyone 누구도

20 receive 받다 50 try 시도하다

21 announcement 발표 51 sound(동사) 들리다

22 fact 사실 52 saying 격언

23 used to V ~하곤 했다, ~이곤 했다 53 convince 설득시키다

24 cover(동사)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다

루다
54 become ~가 되다

25 be worth Ving ~할 만한 가치가 있다 55 introduce 소개하다

26 cannot help Ving ~하지 않을 수 없다 56 ask 요구하다, 물어보다

27 unlucky 불행한 57 history 역사

28 come across 발견하다 58 carefully 신중히

29 be in charge of 책임을 맡다 59 maybe 아마도

30 gently 부드럽게 60 feel like Ving ~하고 싶다

중3 금성 최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