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imeless 시간을 초월한 31 answer 대답하다

2 tale 이야기 32 decide 결정하다

3 god 신 33 I bet 나는 확신한다

4 hero 영웅 34 become ~가 되다

5 treasure 보물 35 accept 받아들이다

6 Norse 노르웨이의, 북유럽의 36 challenge (힘든) 도전

7 give up 포기하다 37 produce 만들어내다

8 wisdom 지혜 38 come along (같이) 따라 가다

9 harvest 수확 39 spear 창

10 weather 날씨 40 miss 놓치다

11 play tricks on 농간을 부리다 41 target 목표

12 immediately 즉시 42 turn into ~로 바뀌다

13 wrong 잘못 된, 틀린 43 a piece of 한 조각의

14 golden 황금색의 44 cloth 천

15 such 그러한 45 flowing
(머리카락 등이) 미끈하게

처진

16 terrible 끔찍한 46 take root 뿌리를 내리다

17 soon 곧 47 turn(명사) 차례

18 drink 술을 마시다 48 arm ring 팔찌

19 had better + 동사원형 ~하는게 낫다 49 every ninth night 9번째 밤마다

20 undo 원상태로 돌리다 50 pull 끌다

21 what ~의 것, 무엇 51 carriage 마차

22 or 그렇지 않으면 52 hammer 망치

23 you will be sorry 너는 후회하게 될거야 53 moreover 게다가

24 angrily 화나서, 노하여 54 decision 결정

25 scared 무서운, 겁나는 55 choose 선택하다

26 promise 약속하다 56 protect 보호하다

27 smith 대장장이 57 enemy 적

28 reply 대답하다 58 prove 증명하다

29 theirs 그들의 것 59 precious 귀중한

30 of course 물론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2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imeless 31 answer

2 tale 32 decide

3 god 33 I bet

4 hero 34 become

5 treasure 35 accept

6 Norse 36 challenge

7 give up 37 produce

8 wisdom 38 come along

9 harvest 39 spear

10 weather 40 miss

11 play tricks on 41 target

12 immediately 42 turn into

13 wrong 43 a piece of

14 golden 44 cloth

15 such 45 flowing

16 terrible 46 take root

17 soon 47 turn(명사)

18 drink 48 arm ring

19 had better + 동사원형 49 every ninth night

20 undo 50 pull

21 what 51 carriage

22 or 52 hammer

23 you will be sorry 53 moreover

24 angrily 54 decision

25 scared 55 choose

26 promise 56 protect

27 smith 57 enemy

28 reply 58 prove

29 theirs 59 precious

30 of course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2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arget 31 answer

2 spear 32 weather

3 undo 33 arm ring

4 immediately 34 give up

5 enemy 35 become

6 decision 36 cloth

7 choose 37 timeless

8 protect 38 tale

9 soon 39 a piece of

10 treasure 40 play tricks on

11 moreover 41 golden

12 miss 42 pull

13 such 43 come along

14 of course 44 or

15 what 45 reply

16 hero 46 angrily

17 flowing 47 hammer

18 challenge 48 promise

19 prove 49 terrible

20 carriage 50 decide

21 drink 51 every ninth night

22 wisdom 52 theirs

23 precious 53 wrong

24 I bet 54 produce

25 smith 55 accept

26 had better + 동사원형 56 turn into

27 scared 57 harvest

28 god 58 you will be sorry

29 take root 59 turn(명사)

30 Norse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2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목표 31 대답하다

2 창 32 날씨

3 원상태로 돌리다 33 팔찌

4 즉시 34 포기하다

5 적 35 ~가 되다

6 결정 36 천

7 선택하다 37 시간을 초월한

8 보호하다 38 이야기

9 곧 39 한 조각의

10 보물 40 농간을 부리다

11 게다가 41 황금색의

12 놓치다 42 끌다

13 그러한 43 (같이) 따라 가다

14 물론 44 그렇지 않으면

15 ~의 것, 무엇 45 대답하다

16 영웅 46 화나서, 노하여

17
(머리카락 등이) 미끈하게

처진
47 망치

18 (힘든) 도전 48 약속하다

19 증명하다 49 끔찍한

20 마차 50 결정하다

21 술을 마시다 51 9번째 밤마다

22 지혜 52 그들의 것

23 귀중한 53 잘못 된, 틀린

24 나는 확신한다 54 만들어내다

25 대장장이 55 받아들이다

26 ~하는게 낫다 56 ~로 바뀌다

27 무서운, 겁나는 57 수확

28 신 58 너는 후회하게 될거야

29 뿌리를 내리다 59 차례

30 노르웨이의, 북유럽의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2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arget 31 answer

2 spear 32 weather

3 undo 33 arm ring

4 immediately 34 give up

5 enemy 35 become

6 결정 36 천

7 선택하다 37 시간을 초월한

8 보호하다 38 이야기

9 곧 39 한 조각의

10 보물 40 농간을 부리다

11 moreover 41 golden

12 miss 42 pull

13 such 43 come along

14 of course 44 or

15 what 45 reply

16 영웅 46 화나서, 노하여

17
(머리카락 등이) 미끈하게

처진
47 망치

18 (힘든) 도전 48 약속하다

19 증명하다 49 끔찍한

20 마차 50 결정하다

21 drink 51 every ninth night

22 wisdom 52 theirs

23 precious 53 wrong

24 I bet 54 produce

25 smith 55 accept

26 ~하는게 낫다 56 ~로 바뀌다

27 무서운, 겁나는 57 수확

28 신 58 너는 후회하게 될거야

29 뿌리를 내리다 59 차례

30 노르웨이의, 북유럽의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2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arget 목표 31 answer 대답하다

2 spear 창 32 weather 날씨

3 undo 원상태로 돌리다 33 arm ring 팔찌

4 immediately 즉시 34 give up 포기하다

5 enemy 적 35 become ~가 되다

6 decision 결정 36 cloth 천

7 choose 선택하다 37 timeless 시간을 초월한

8 protect 보호하다 38 tale 이야기

9 soon 곧 39 a piece of 한 조각의

10 treasure 보물 40 play tricks on 농간을 부리다

11 moreover 게다가 41 golden 황금색의

12 miss 놓치다 42 pull 끌다

13 such 그러한 43 come along (같이) 따라 가다

14 of course 물론 44 or 그렇지 않으면

15 what ~의 것, 무엇 45 reply 대답하다

16 hero 영웅 46 angrily 화나서, 노하여

17 flowing
(머리카락 등이) 미끈하게

처진
47 hammer 망치

18 challenge (힘든) 도전 48 promise 약속하다

19 prove 증명하다 49 terrible 끔찍한

20 carriage 마차 50 decide 결정하다

21 drink 술을 마시다 51 every ninth night 9번째 밤마다

22 wisdom 지혜 52 theirs 그들의 것

23 precious 귀중한 53 wrong 잘못 된, 틀린

24 I bet 나는 확신한다 54 produce 만들어내다

25 smith 대장장이 55 accept 받아들이다

26 had better + 동사원형 ~하는게 낫다 56 turn into ~로 바뀌다

27 scared 무서운, 겁나는 57 harvest 수확

28 god 신 58 you will be sorry 너는 후회하게 될거야

29 take root 뿌리를 내리다 59 turn(명사) 차례

30 Norse 노르웨이의, 북유럽의

중3 미래엔 최연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