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3 내신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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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테스트 문제지(뜻 적기)

단  어 뜻 단  어 뜻

1 lesson 26 protect

2 Irish 27 in front of

3 give a lesson 28 stand

4 get used to 29 location

5 little by little 30 a long time ago

6 divide 31 drive

7 still 32 a little

8 celebrate 33 look good on

9 parade 34 be good at

10 chant 35 break one's arm

11 silver 36 national

12 button 37 country

13 pipe 38 in the middle of

14 introduce 39 curious

15 traditional 40 wonder

16 Gaelic 41 spicy

17 A as well as B 42 lucky

18 handle 43 sound like

19 wave good-bye to 44 fortune

20 national holiday 45 every

21 both A and B 46 all day long

22 apology 47 dish

23 once 48 make

24 get to+동사원형 49 lots of

25 dangerous 50 oute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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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어 뜻 단  어 뜻

1 수업 26 보호하다, 지키다

2 아일랜드의 27 ~앞에서

3 가르치다 28 서 있다, 서다

4 ~에 익숙해지다 29 장소, 위치 

5 조금씩 30 오래 전에, 먼 옛날

6 나누다, 분리하다 31 (어떤 방향으로) 몰다

7 여전히, 아직 32 조금, 약간

8 축하하다, 기념하다 33 ~에 잘 어울리다

9 퍼레이드, 가두 행진 34 ~을 잘하다

10 챈트 35 팔이 부러지다

11 은, 은색 36 국가의

12 단추 37 나라, 국가

13 담뱃대 38 ~의 가운데에

14 소개하다 39 궁금한

15 전통적인 40 궁금하다, 궁금해 하다

16 게일의 41 양념 맛이 강한

17 B뿐만 아니라 A도 42 행운의

18 다루다, 처리하다 43 ~처럼 들리다

19 ~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을 
고하다 44 운, 행운 

20 국경일 45 매 ~

21 A와 B 둘 다 46 하루 종일

22 사과 47 요리

23 (과거) 한때, 한동안 48 (성장, 발달하여) ~이 되다

24 ~하게 되다 49 많은 

25 위험한 50 (대기권 외) 우주 공간

어휘 테스트 문제지(철자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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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어 뜻 단  어 뜻

1 lesson 수업 26 protect 보호하다, 지키다

2 Irish 아일랜드의 27 in front of ~앞에서

3 give a lesson 가르치다 28 stand 서 있다, 서다

4 get used to ~에 익숙해지다 29 location 장소, 위치 

5 little by little 조금씩 30 a long time ago 오래 전에, 먼 옛날

6 divide 나누다, 분리하다 31 drive (어떤 방향으로) 몰다

7 still 여전히, 아직 32 a little 조금, 약간

8 celebrate 축하하다, 기념하다 33 look good on ~에 잘 어울리다

9 parade 퍼레이드, 가두 행진 34 be good at ~을 잘하다

10 chant 챈트 35 break one's arm 팔이 부러지다

11 silver 은, 은색 36 national 국가의

12 button 단추 37 country 나라, 국가

13 pipe 담뱃대 38 in the middle of ~의 가운데에

14 introduce 소개하다 39 curious 궁금한

15 traditional 전통적인 40 wonder 궁금하다, 궁금해 하다

16 Gaelic 게일의 41 spicy 양념 맛이 강한

17 A as well as B B뿐만 아니라 A도 42 lucky 행운의

18 handle 다루다, 처리하다 43 sound like ~처럼 들리다

19 wave good-bye to ~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을 
고하다 44 fortune 운, 행운 

20 national holiday 국경일 45 every 매 ~

21 both A and B A와 B 둘 다 46 all day long 하루 종일

22 apology 사과 47 dish 요리

23 once (과거) 한때, 한동안 48 make (성장, 발달하여) ~이 되다

24 get to+동사원형 ~하게 되다 49 lots of 많은 

25 dangerous 위험한 50 outer space (대기권 외) 우주 공간

어휘 테스트 정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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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 English class, we had a special lesson 
about Irish culture.
영어 시간에 우리는 아일랜드 문화에 관한 특별한 
수업을 했다.

2. A tall man visited our class and gave a 
lesson about his country.
키가 큰 남자가 우리 반을 방문해서 그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었다.

3. He was wearing a green T-shirt.
그는 녹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4. It was not easy to understand his accent 
at first, but we got used to it little by little.
처음에는 그의 억양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
만, 우리는 조금씩 그것에 익숙해졌다.

5. Hi, my name is Patrick O'Neill.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Patrick O’neill입니다.

6. I'm from Dublin, Ireland.
저는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왔습니다.

7. I have been teaching English at a Korean 
high school for two years.
저는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2년 동안 영어를 가르
치고 있습니다.

8. I'm happy to tell you about my country 
and its culture.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문화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게 되어 기쁩니다.

9. Mr. O'Neill told us a lot about Ireland.
O’Neill 선생님은 아일랜드에 관해 우리에게 많은 것
을 말씀해 주셨다.

10. Ireland was one country in the past.
아일랜드는 과거에는 한 나라였다.

11. But now it is divided into Northern 
Ireland and the Republic of Ireland.
그러나 지금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나뉘어 있다.

12. Northern Ireland is now part of the 
United Kingdom, but still keeps its Irish 
culture.
북아일랜드는 현재 영국의 일부이지만, 여전히 아
일랜드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13. Now, let me tell you about a special day 
for us.
이제 우리에게 특별한 날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
습니다.

14. Every March 17, Irish people all over the 
world celebrate St. Patrick's Day.
매년 3월 17일에 전 세계에 있는 아일랜드 사람들
은 성 패트릭의 날을 기념합니다.

15. Actually, we've been celebrating this day 
for more than 1,000 years.
사실, 우리는 이날을 천 년 이상 기념해 오고 있습
니다.

본문 한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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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On this day, there is a big parade, and 
everyone wears green.
이날에는 대규모 행진이 펼쳐지고 모두가 녹색 옷
을 입습니다.

17. You're not Irish if you don't wear green 
on this day.
이날 녹색 옷을 입지 않는다면 아일랜드 사람이 아
니죠.

18. We watched a short video about St. 
Patrick's Day.
우리는 성 패트릭의 날에 관한 짧은 비디오를 한편 
보았다.

19. In the video, people were celebrating 
their special holiday.
비디오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특별한 명절을 축하하
고 있었다.

20. Everyone was wearing green.
모두가 녹색 옷을 입고 있었다.

21. Even some people's faces were green.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얼굴도 녹색이었다.

22. After the video, Mr. O'Neill taught us a 
chant.
비디오를 본 후에 O’Neill 선생님은 우리에게 챈트를 
가르쳐 주셨다.

23. He said many children in Ireland love it.
그는 아일랜드의 많은 어린이들이 그것을 매우 좋
아한다고 말씀하셨다.

24. The chant was very simple.
그 챈트는 매우 간단했다.

25. So, it was easy to chant along with him.
그래서 그를 따라 함께 챈트를 하는 것은 쉬웠다.

26. Then Mr. O'Neill introduced a traditional 
Irish sport called Gaelic football.
그러고 나서 O’Neill 선생님은 게일릭 축구라고 불
리는 아일랜드 전통 스포츠를 소개해 주셨다.

27. He showed us a video of a Gaelic 
football match.
그는 우리에게 게일릭 추국 경기 비디오를 보여주
셨다.

28. Gaelic football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in Ireland.
게일릭 축구는 아일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29. There are fifteen players on each team.
각 팀에서는 15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30. The players can use their hands as well 
as their feet to handle the ball.
선수들은 공을 다루기 위해 발뿐만 아니라 손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31. It's very exciting.
그것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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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n the last part of the class, Mr. O'Neill 
taught us how to say "Bye!" in Irish.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O’Neill 선생님은 우리에게 
아일랜드 어로 “안녕!”을 어떻게 말하는지 가르쳐 
주셨다.

33. We all said "Slán!" loudly and waved 
good-bye to him.
우리는 모두 “Slán!”이라고 크게 말하고 그에게 손을 
흔들며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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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어 시간에 우리는 아일랜드 문화에 관한 특별한 수업을 했다.

02. 키가 큰 남자가 우리 반을 방문해서 그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었다.

03. 그는 녹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04. 처음에는 그의 억양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조금씩 그것에 익숙해졌다.

05.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Patrick O’neill입니다.

06. 저는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왔습니다.

07. 저는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2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영어로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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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문화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게 되어 기쁩니다.

09. O’Neill 선생님은 아일랜드에 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다.

10. 아일랜드는 과거에는 한 나라였다.

11. 그러나 지금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나뉘어 있다.

12. 북아일랜드는 현재 영국의 일부이지만, 여전히 아일랜드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13. 이제 우리에게 특별한 날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14. 매년 3월 17일에 전 세계에 있는 아일랜드 사람들은 성 패트릭의 날을 기념합니다.

15. 사실, 우리는 이날을 천 년 이상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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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날에는 대규모 행진이 펼쳐지고 모두가 녹색 옷을 입습니다.

17. 이날 녹색 옷을 입지 않는다면 아일랜드 사람이 아니죠.

18. 우리는 성 패트릭의 날에 관한 짧은 비디오를 한편 보았다.

19. 비디오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특별한 명절을 축하하고 있었다.

20. 모두가 녹색 옷을 입고 있었다.

21.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얼굴도 녹색이었다.

22. 비디오를 본 후에 O’Neill 선생님은 우리에게 챈트를 가르쳐 주셨다.

23. 그는 아일랜드의 많은 어린이들이 그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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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그 챈트는 매우 간단했다.

25. 그래서 그를 따라 함께 챈트를 하는 것은 쉬웠다.

26. 그러고 나서 O’Neill 선생님은 게일릭 축구라고 불리는 아일랜드 전통 스포츠를 소개해 주셨다.

27. 그는 우리에게 게일릭 추국 경기 비디오를 보여주셨다.

28. 게일릭 축구는 아일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29. 각 팀에서는 15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30. 선수들은 공을 다루기 위해 발뿐만 아니라 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1. 그것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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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O’Neill 선생님은 우리에게 아일랜드 어로 “안녕!”을 어떻게 말하는지 가르쳐 
주셨다.

33. 우리는 모두 “Slán!”이라고 크게 말하고 그에게 손을 흔들며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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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어 시간에 우리는 아일랜드 문화에 관한 특별
한 수업을 했다.
(Irish / had / a / English / culture / lesson 
/ special / about / in / we / class,).

2. 키가 큰 남자가 우리 반을 방문해서 그의 나라
에 관해서 가르쳐 주었다.
(about / lesson / his / our / tall / country 
/ visited / class / gave / a / and / man / 
a).

3. 그는 녹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a / was / T-shirt / wearing / he / green).

4. 처음에는 그의 억양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
지만, 우리는 조금씩 그것에 익숙해졌다.
(understand / at / first, / was / not / to / 
easy / to / his / got / but / we / little / it 
/ little / it / used / by / accent).

5.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Patrick O’neill입니다.
(name / Patrick O'Neill / hi, / is / my).

6. 저는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왔습니다.
(Ireland / I'm / Dublin, / from).

7. 저는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2년 동안 영어를 가
르치고 있습니다.
(been / I / years / two / at / have / 
English / high / for / teaching / Korean / 
school / a).

8.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문화에 관해서 여러분에
게 이야기하게 되어 기쁩니다.
(culture / happy / my / about / country / 
I'm / tell / you / to / its / and).

본문 순서 배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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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Neill 선생님은 아일랜드에 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다. 
(lot / us / a / Ireland / told / Mr. O'Neill / 
about).

10. 아일랜드는 과거에는 한 나라였다.
(was / Ireland / country / one / past / the 
/ in).

11. 그러나 지금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으로 나뉘어 있다.
(is / now / the / Republic of Ireland / 
Northern Ireland / but / it / divided / into 
/ and).

12. 북아일랜드는 현재 영국의 일부이지만, 여전히 
아일랜드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still / part / of / now / the / keeps / is / 
culture / Irish / Northern Ireland / United 
Kingdom, / but / its).

13. 이제 우리에게 특별한 날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 you / a / now, / us / me / tell / 
about / special / for / day).

14. 매년 3월 17일에 전 세계에 있는 아일랜드 사
람들은 성 패트릭의 날을 기념합니다.
(Irish / St. Patrick's Day / the / people / 
every / all / March / 17, / world / over / 
celebrate).

15. 사실, 우리는 이날을 천 년 이상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we've / 1,000 / actually, / this / years / 
been / celebrating  / for / more / day / 
than).

16. 이날에는 대규모 행진이 펼쳐지고 모두가 녹색 
옷을 입습니다.
(wears / day, / parade, / this / green / big 
/ and / everyone / there / is / a /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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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날 녹색 옷을 입지 않는다면 아일랜드 사람
이 아니죠.
(day / don't / green / you / not / on/ 
wear / Irish / you're / if / this).

18. 우리는 성 패트릭의 날에 관한 짧은 비디오를 
한편 보았다.
(a / short / St. Patrick's Day / video / 
watched / we / about).

19. 비디오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특별한 명절을 축
하하고 있었다.
(holiday / in / people / celebrating / video, 
/ the / special / were / their).

20. 모두가 녹색 옷을 입고 있었다.
(green / was / wearing / everyone).

21.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얼굴도 녹색이었다.
(green / people's / even / were / some / 
faces).

22. 비디오를 본 후에 O’Neill 선생님은 우리에게 챈
트를 가르쳐 주셨다.
(chant / video, / us / Mr. O'Neill / the / 
after / a / taught).

23. 그는 아일랜드의 많은 어린이들이 그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다.
(it / in / love / children / many / said / 
he / Ireland).

24. 그 챈트는 매우 간단했다.
(chant / the / was / simple / very).

25. 그래서 그를 따라 함께 챈트를 하는 것은 쉬웠
다.
(was / along / chant / so, / it / to / him / 
easy /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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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그러고 나서 O’Neill 선생님은 게일릭 축구라
고 불리는 아일랜드 전통 스포츠를 소개해 주셨다.
(Gaelic football / introduced / Mr. O'Neill / 
a / traditional / then / Irish / sport / 
called).

27. 그는 우리에게 게일릭 축구 경기 비디오를 보
여주셨다.
(match / he / showed / of / a / video / a / 
Gaelic football / us).

28. 게일릭 축구는 아일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of / one / popular / in / Ireland / is / 
Gaelic football / sports / the / most).

29. 각 팀에서는 15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are / on / each / fifteen / here / players 
/ team).

30. 선수들은 공을 다루기 위해 발뿐만 아니라 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all / handle / well / their / the / use / 
their / the / players / can / as / hands / 
as / feet / to).

31. 그것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exciting / it's / very).

32.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O’Neill 선생님은 우리
에게 아일랜드 어로 “안녕!”을 어떻게 말하는지 가
르쳐 주셨다.
(the / the / us / how / to / part / say / 
last / of / in / class, / Mr. O'Neill / Irish / 
"Bye!" / in / taught).

33. 우리는 모두 “Slán!”이라고 크게 말하고 그에게 
손을 흔들며 헤어졌다.
(him / we / all / waved / to / loudly / 
"Slán!" / and / said /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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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English class, we had a special lesson 
about Irish culture. A tall man visited our 
class and gave a lesson about his country. 
He was wearing a green T-shirt. [They/It]1) 
was not easy to understand his accent at 
first, but we [got used to/used to]2) [them/i
t]3) little by little.

 Hi, my name is Patrick O'Neill. I'm from 
Dublin, Ireland. 
I [have been teaching/was teaching]4) English 
at a Korean high school for two years. I'm 
happy to tell you about my country and its 
culture.

 Mr. O'Neill told us a lot about Ireland. 
Ireland was one country in the past. But 
now it [is divided/divides]5) into Northern 
Ireland and the Republic of Ireland. 
Northern Ireland is now part of the United 
Kingdom, but still [keeps/keep]6) its Irish 
culture.

 Now, let me [told/tell]7) you about a special 
day for us. Every March 17, Irish people all 
over the world [celebrates/celebrate]8) St. 
Patrick's Day. Actually, [we've been 
celebrating/we're celebrating]9) this day 
[since/for]10) more than 1,000 years. On this 
day, there is a big parade, and everyone 
[wears/wear]11) green. You're not Irish 
[whether/if]12) you don't wear green on this 
day.

 We watched a short video about St. 
Patrick's Day. In the video, people were 
celebrating their special holiday. Everyone 
[were/was]13) wearing green. Even some 
people's faces were green.
 After the video, Mr. O'Neill taught [to 
us/us]14) a chant. He said many children in 
Ireland love [them/it]15). The chant was very 
simple. So, it was [easily/easy]16) to chant 
along with him.

 Then Mr. O'Neill introduced a traditional Irish 
sport [called/calling]17) Gaelic football. He 
showed [to us/us]18) a video of a Gaelic 
football match.

본문 어법 및 어휘 양자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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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elic football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sport]19) in Ireland. There [are/is]20) 
fifteen players on each team. The players 
can use their hands [as well as/as long a
s]21) their feet to handle the ball. It's very 
[excited/exciting]22).

 In the last part of the class, Mr. O'Neill 
taught us [how/what]23) to say "Bye!" in Irish. 
We all said "Slán!" [loudly/loud]24) and waved 
good-bye to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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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English class, we had a special lesson 
about Irish culture. A tall man visited our 
class and ____ ___ _____25) about his 
country. He was wearing a green T-shirt. It 
was not easy to understand his _____26) at 
first, but we ___ ____ ___27) it ____ ___ ___
_28).

 Hi, my name is Patrick O'Neill. I'm from 
Dublin, Ireland. I ___ ____ ______29) English 
at a Korean high school for two years. I'm 
happy to tell you about my country and its 
culture.

 Mr. O'Neill told us a lot about Ireland. 
Ireland was one country in the past. But 
now it ___ _____ ____30) Northern Ireland 
and the Republic of Ireland. Northern 
Ireland is now part of the United Kingdom, 
but still ____31) its Irish culture.

 Now, ___ ___ ___32) you about a special 
day for us. Every March 17, Irish people all 
over the world ______33) St. Patrick's Day. 
Actually, ____ ____ ______34) this day for 
more than 1,000 years. On this day, there is 
a big _____35), and everyone ____ _____36). 
You're not Irish if you don't wear green on 
this day.

 We watched a short video about St. 
Patrick's Day. In the video, people were 
_______37) their special _____38). Everyone 
was wearing green. Even some people's 
faces were green.
 After the video, Mr. O'Neill taught us a 

____39). He said many children in Ireland 
love it. The chant was very simple. So, it 
was easy ___ ____40) ____ ____41) him.

 Then Mr. O'Neill introduced a ______42) 
Irish sport ____43) Gaelic football. He showed 
us a video of a Gaelic football _______44).

 Gaelic football is ____ ___ ___ ____ ______ 
_____45) in Ireland. There are fifteen players 
on each team. The players can use their 
hands ___ ____ ___46) their feet to _____47) 
the ball. It's very exciting.

 In the last part of the class, Mr. O'Neill 
taught us ____ ___ ____48) "Bye!" in Irish. We 
all said "Slán!" _____49) and ____ ______ __
_50) him.

본문 빈칸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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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
2) got used to
3) it
4) have been teaching
5) is divided
6) keeps
7) tell
8) celebrate
9) we've been celebrating
10) for
11) wears
12) if
13) was
14) us
15) it
16) easy
17) called
18) us
19) sports
20) are
21) as well as
22) exciting
23) how
24) loudly
25) gave a lesson
26) accent
27) got used to
28) little by little
29) have been teaching
30) is divided into
31) keeps
32) let me tell
33) celebrate
34) we've been celebrating
35) parade
36) wears green
37) celebrating
38) holiday
39) chant
40) to chant
41) along with
42) traditional
43) called
44) match
45)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46) as well as
47) handle
48) how to say
49) loudly
50) waved good-bye 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