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hopsticks 젓가락 31 of course 물론

2 fork 포크 32 sense of touch 촉각, 촉감

3 dining 식사 33 get to V ~하게 되다

4 republic 공화국 34 raise (의견 등을) 제기하다

5 close friend 친한 친구 35 give up 포기하다

6 travel 이동하다, 여행하다 36 argument 언쟁, 주장

7 a lot 많이 37 patiently 인내심을 가지고

8 make up for 보충하다, 보상하다 38 hurriedly 서둘러서, 황급히

9 by Ving ~함으로써 39 quietly 조용하게

10 host(동사)
(주인으로서) 대접하다, 주

최하다
40 disappear 사라지다

11 be eager to V ~하기를 열망하다 41 without ~없이

12 adventure 모험 42 complete 완전한, 완벽한

13 learn 배우다, 알다 43 search 찾다, 수색하다

14 recent 최근의 44 finally 마침내

15 way 방법 45 huge 엄청난, 큰

16 guest 손님 46 become ~가 되다

17 argue 언쟁하다, 논쟁하다 47 boastful 뽐내는, 자랑하는

18 grain 곡물 48 ignore 무시하다

19 be good for ~에 좋다 49 forgive 용서하다

20 meat 고기 50 since then 그 때 이후로

21 much (비교급 강조) 훨씬 51 every time ~할 때마다

22 knife 칼 52 allow 허락하다

23 instead 대신에 53 one another 서로서로

24 hold 잡다, 쥐다 54 manner 방식, 방법

25 the other (나머지) 하나 55 please(동사) 원하다, 하고 싶다

26 elegant 우아한 56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

27 plate 접시

28 utensil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구,

도구

29 plus 게다가

30 no way 천만의 말씀, 절대 아니야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2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hopsticks 31 of course

2 fork 32 sense of touch

3 dining 33 get to V

4 republic 34 raise

5 close friend 35 give up

6 travel 36 argument

7 a lot 37 patiently

8 make up for 38 hurriedly

9 by Ving 39 quietly

10 host(동사) 40 disappear

11 be eager to V 41 without

12 adventure 42 complete

13 learn 43 search

14 recent 44 finally

15 way 45 huge

16 guest 46 become

17 argue 47 boastful

18 grain 48 ignore

19 be good for 49 forgive

20 meat 50 since then

21 much 51 every time

22 knife 52 allow

23 instead 53 one another

24 hold 54 manner

25 the other 55 please(동사)

26 elegant 56 regardless of

27 plate

28 utensil

29 plus

30 no way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2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make up for 31 adventure

2 raise 32 give up

3 chopsticks 33 argue

4 sense of touch 34 utensil

5 quietly 35 hurriedly

6 disappear 36 recent

7 without 37 grain

8 by Ving 38 forgive

9 way 39 host(동사)

10 become 40 get to V

11 travel 41 knife

12 the other 42 be eager to V

13 huge 43 regardless of

14 be good for 44 since then

15 fork 45 guest

16 elegant 46 much

17 learn 47 no way

18 please(동사) 48 of course

19 allow 49 plate

20 argument 50 meat

21 republic 51 search

22 close friend 52 hold

23 complete 53 manner

24 dining 54 a lot

25 finally 55 plus

26 one another 56 patiently

27 every time

28 boastful

29 ignore

30 instead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2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보충하다, 보상하다 31 모험

2 (의견 등을) 제기하다 32 포기하다

3 젓가락 33 언쟁하다, 논쟁하다

4 촉각, 촉감 34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구,

도구

5 조용하게 35 서둘러서, 황급히

6 사라지다 36 최근의

7 ~없이 37 곡물

8 ~함으로써 38 용서하다

9 방법 39
(주인으로서) 대접하다, 주

최하다

10 ~가 되다 40 ~하게 되다

11 이동하다, 여행하다 41 칼

12 (나머지) 하나 42 ~하기를 열망하다

13 엄청난, 큰 43 ~에 상관없이

14 ~에 좋다 44 그 때 이후로

15 포크 45 손님

16 우아한 46 (비교급 강조) 훨씬

17 배우다, 알다 47 천만의 말씀, 절대 아니야

18 원하다, 하고 싶다 48 물론

19 허락하다 49 접시

20 언쟁, 주장 50 고기

21 공화국 51 찾다, 수색하다

22 친한 친구 52 잡다, 쥐다

23 완전한, 완벽한 53 방식, 방법

24 식사 54 많이

25 마침내 55 게다가

26 서로서로 56 인내심을 가지고

27 ~할 때마다

28 뽐내는, 자랑하는

29 무시하다

30 대신에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2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make up for 31 adventure

2 raise 32 give up

3 chopsticks 33 argue

4 sense of touch 34 utensil

5 quietly 35 hurriedly

6 사라지다 36 최근의

7 ~없이 37 곡물

8 ~함으로써 38 용서하다

9 방법 39
(주인으로서) 대접하다, 주

최하다

10 ~가 되다 40 ~하게 되다

11 travel 41 knife

12 the other 42 be eager to V

13 huge 43 regardless of

14 be good for 44 since then

15 fork 45 guest

16 우아한 46 (비교급 강조) 훨씬

17 배우다, 알다 47 천만의 말씀, 절대 아니야

18 원하다, 하고 싶다 48 물론

19 허락하다 49 접시

20 언쟁, 주장 50 고기

21 republic 51 search

22 close friend 52 hold

23 complete 53 manner

24 dining 54 a lot

25 finally 55 plus

26 서로서로 56 인내심을 가지고

27 ~할 때마다

28 뽐내는, 자랑하는

29 무시하다

30 대신에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2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make up for 보충하다, 보상하다 31 adventure 모험

2 raise (의견 등을) 제기하다 32 give up 포기하다

3 chopsticks 젓가락 33 argue 언쟁하다, 논쟁하다

4 sense of touch 촉각, 촉감 34 utensil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구,

도구

5 quietly 조용하게 35 hurriedly 서둘러서, 황급히

6 disappear 사라지다 36 recent 최근의

7 without ~없이 37 grain 곡물

8 by Ving ~함으로써 38 forgive 용서하다

9 way 방법 39 host(동사)
(주인으로서) 대접하다, 주

최하다

10 become ~가 되다 40 get to V ~하게 되다

11 travel 이동하다, 여행하다 41 knife 칼

12 the other (나머지) 하나 42 be eager to V ~하기를 열망하다

13 huge 엄청난, 큰 43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

14 be good for ~에 좋다 44 since then 그 때 이후로

15 fork 포크 45 guest 손님

16 elegant 우아한 46 much (비교급 강조) 훨씬

17 learn 배우다, 알다 47 no way 천만의 말씀, 절대 아니야

18 please(동사) 원하다, 하고 싶다 48 of course 물론

19 allow 허락하다 49 plate 접시

20 argument 언쟁, 주장 50 meat 고기

21 republic 공화국 51 search 찾다, 수색하다

22 close friend 친한 친구 52 hold 잡다, 쥐다

23 complete 완전한, 완벽한 53 manner 방식, 방법

24 dining 식사 54 a lot 많이

25 finally 마침내 55 plus 게다가

26 one another 서로서로 56 patiently 인내심을 가지고

27 every time ~할 때마다

28 boastful 뽐내는, 자랑하는

29 ignore 무시하다

30 instead 대신에

중3 지학사 민찬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