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nergy-saving 에너지 절약 31 be used to V ~하는데 사용되다

2 waste(동사) 낭비하다 32 heat(동사) 뜨겁게 하다

3 conference 회의 33 reduce 줄이다

4 be in danger 위험에 있다 34 amount 양

5 get + 비교급 점점 더 ~하다 35 experiment 실험

6 dying 죽어 가는 36 bubble wrap 뽁뽁이

7 a lot of 많은 37 chart 차트

8 save(동사) 절약하다 38 temperature 온도

9 environmental 환경적인 39 both 둘 다

10 club 동아리 40 learn 배우다, 알다

11 share 공유하다 41 a little 약간

12 activity 활동 42 escape 빠져나가다

13
the 비교급 ~, the 비교
급 ~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43 prevent O from Ving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14 a few 몇몇의 44 get into (안으로) 들어오다

15 empty 빈, 비어 있는 45 become ~가 되다

16 light(셀 수 있는 명사) 전등 46 decide 결정하다

17 not ~ at all 전혀 ~이 아닌 47 garden 정원

18 essential 필수적인 48 rooftop 옥상

19 resource 자원 49 work(동사)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20 sticker 스티커 50 fresh 신선한

21 put on 붙이다 51 whole 전체의

22 turn on 켜다 52 necessary 필요한

23 , so that 그래서 53 clever 현명한, 똑똑한

24 less 더 적은, 덜 54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25 electricity 전기 55 such 그러한

26 last 마지막; 지난 56 be worth Ving ~할 만한 가치가 있다

27 leave 떠나다 57 try 시도하다

28 turn off 끄다 58 unique 독특한

29 mirror 거울

30 restroom 화장실

중3 금성 최인철



제 2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nergy-saving 31 be used to V

2 waste(동사) 32 heat(동사)

3 conference 33 reduce

4 be in danger 34 amount

5 get + 비교급 35 experiment

6 dying 36 bubble wrap

7 a lot of 37 chart

8 save(동사) 38 temperature

9 environmental 39 both

10 club 40 learn

11 share 41 a little

12 activity 42 escape

13
the 비교급 ~, the 비교
급 ~

43 prevent O from Ving

14 a few 44 get into

15 empty 45 become

16 light(셀 수 있는 명사) 46 decide

17 not ~ at all 47 garden

18 essential 48 rooftop

19 resource 49 work(동사)

20 sticker 50 fresh

21 put on 51 whole

22 turn on 52 necessary

23 , so that 53 clever

24 less 54 come up with

25 electricity 55 such

26 last 56 be worth Ving

27 leave 57 try

28 turn off 58 unique

29 mirror

30 restroom

중3 금성 최인철



제 2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aste(동사) 31 get + 비교급

2 energy-saving 32 last

3 turn off 33 heat(동사)

4
the 비교급 ~, the 비교
급 ~

34 leave

5 turn on 35 work(동사)

6 reduce 36 whole

7 try 37 sticker

8 put on 38 experiment

9 prevent O from Ving 39 conference

10 get into 40 be used to V

11 dying 41 save(동사)

12 necessary 42 become

13 learn 43 essential

14 be worth Ving 44 activity

15 electricity 45 come up with

16 clever 46 temperature

17 decide 47 escape

18 empty 48 a lot of

19 be in danger 49 fresh

20 light(셀 수 있는 명사) 50 a few

21 , so that 51 bubble wrap

22 share 52 garden

23 both 53 amount

24 club 54 not ~ at all

25 a little 55 rooftop

26 chart 56 restroom

27 less 57 environmental

28 unique 58 resource

29 such 59

30 mirror 60

중3 금성 최인철



제 2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낭비하다 31 점점 더 ~하다

2 에너지 절약 32 마지막; 지난

3 끄다 33 뜨겁게 하다

4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34 떠나다

5 켜다 35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6 줄이다 36 전체의

7 시도하다 37 스티커

8 붙이다 38 실험

9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39 회의

10 (안으로) 들어오다 40 ~하는데 사용되다

11 죽어 가는 41 절약하다

12 필요한 42 ~가 되다

13 배우다, 알다 43 필수적인

14 ~할 만한 가치가 있다 44 활동

15 전기 45 생각해내다

16 현명한, 똑똑한 46 온도

17 결정하다 47 빠져나가다

18 빈, 비어 있는 48 많은

19 위험에 있다 49 신선한

20 전등 50 몇몇의

21 그래서 51 뽁뽁이

22 공유하다 52 정원

23 둘 다 53 양

24 동아리 54 전혀 ~이 아닌

25 약간 55 옥상

26 차트 56 화장실

27 더 적은, 덜 57 환경적인

28 독특한 58 자원

29 그러한 59

30 거울 60

중3 금성 최인철



제 2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aste(동사) 31 get + 비교급

2 energy-saving 32 last

3 turn off 33 heat(동사)

4
the 비교급 ~, the 비교
급 ~

34 leave

5 turn on 35 work(동사)

6 줄이다 36 전체의

7 시도하다 37 스티커

8 붙이다 38 실험

9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39 회의

10 (안으로) 들어오다 40 ~하는데 사용되다

11 dying 41 save(동사)

12 necessary 42 become

13 learn 43 essential

14 be worth Ving 44 activity

15 electricity 45 come up with

16 현명한, 똑똑한 46 온도

17 결정하다 47 빠져나가다

18 빈, 비어 있는 48 많은

19 위험에 있다 49 신선한

20 전등 50 몇몇의

21 , so that 51 bubble wrap

22 share 52 garden

23 both 53 amount

24 club 54 not ~ at all

25 a little 55 rooftop

26 차트 56 화장실

27 더 적은, 덜 57 환경적인

28 독특한 58 자원

29 그러한 59

30 거울 60

중3 금성 최인철



제 2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aste(동사) 낭비하다 31 get + 비교급 점점 더 ~하다

2 energy-saving 에너지 절약 32 last 마지막; 지난

3 turn off 끄다 33 heat(동사) 뜨겁게 하다

4
the 비교급 ~, the 비교
급 ~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34 leave 떠나다

5 turn on 켜다 35 work(동사)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6 reduce 줄이다 36 whole 전체의

7 try 시도하다 37 sticker 스티커

8 put on 붙이다 38 experiment 실험

9 prevent O from Ving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39 conference 회의

10 get into (안으로) 들어오다 40 be used to V ~하는데 사용되다

11 dying 죽어 가는 41 save(동사) 절약하다

12 necessary 필요한 42 become ~가 되다

13 learn 배우다, 알다 43 essential 필수적인

14 be worth Ving ~할 만한 가치가 있다 44 activity 활동

15 electricity 전기 45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16 clever 현명한, 똑똑한 46 temperature 온도

17 decide 결정하다 47 escape 빠져나가다

18 empty 빈, 비어 있는 48 a lot of 많은

19 be in danger 위험에 있다 49 fresh 신선한

20 light(셀 수 있는 명사) 전등 50 a few 몇몇의

21 , so that 그래서 51 bubble wrap 뽁뽁이

22 share 공유하다 52 garden 정원

23 both 둘 다 53 amount 양

24 club 동아리 54 not ~ at all 전혀 ~이 아닌

25 a little 약간 55 rooftop 옥상

26 chart 차트 56 restroom 화장실

27 less 더 적은, 덜 57 environmental 환경적인

28 unique 독특한 58 resource 자원

29 such 그러한 59

30 mirror 거울 60

중3 금성 최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