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ave you ever
thought about ~

~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

니?
31 near ~근처에

2 create 만들다 32 recognize 알아차리다

3 nature 자연 33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4 forest 숲 34 furniture 가구

5 would like to V ~하고 싶다 35 weather condition 날씨 상태

6 countryside 시골 36 advise 조언하다

7 garden 정원 37 wear 입다

8 wonderful 멋진, 놀라운 38 bathroom 욕실

9 pet 애완동물 39 mirror 거울

10 most (최상급) 가장 40 weight 무게

11 be full of ~로 가득차다 41 health 건강

12 theater 극장 42 imagine 상상하다

13 basement 지하(실)

14 favorite 좋아하는

15 second floor 2층

16 kind(명사) 종류

17 swimming pool 수영장

18 guest 손님

19 place 장소

20 safe 안전한

21 comfortable 편안한

22 gate 현관; 문

23 sign 표시; 문패

24 enter 들어가다

25 living room 거실

26 sometimes 때때로

27 barbecue 바비큐

28 technology (과학) 기술

29 early adopter
얼리 어답터(신기술을 빨리

써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

30 product 제품

중3 YBM 박준언



제 1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ave you ever
thought about ~

31 near

2 create 32 recognize

3 nature 33 automatically

4 forest 34 furniture

5 would like to V 35 weather condition

6 countryside 36 advise

7 garden 37 wear

8 wonderful 38 bathroom

9 pet 39 mirror

10 most 40 weight

11 be full of 41 health

12 theater 42 imagine

13 basement

14 favorite

15 second floor

16 kind(명사)

17 swimming pool

18 guest

19 place

20 safe

21 comfortable

22 gate

23 sign

24 enter

25 living room

26 sometimes

27 barbecue

28 technology

29 early adopter

30 product

중3 YBM 박준언



제 1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dvise 31 create

2 place 32 wonderful

3 sometimes 33 living room

4 second floor 34 product

5 guest 35 enter

6 weight 36 health

7 be full of 37 most

8 would like to V 38 kind(명사)

9 basement 39 comfortable

10 bathroom 40 pet

11 swimming pool 41 near

12 imagine 42 countryside

13 technology

14
Have you ever
thought about ~

15 gate

16 early adopter

17 furniture

18 forest

19 wear

20 sign

21 recognize

22 theater

23 mirror

24 barbecue

25 weather condition

26 garden

27 nature

28 automatically

29 safe

30 favorite

중3 YBM 박준언



제 1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조언하다 31 만들다

2 장소 32 멋진, 놀라운

3 때때로 33 거실

4 2층 34 제품

5 손님 35 들어가다

6 무게 36 건강

7 ~로 가득차다 37 (최상급) 가장

8 ~하고 싶다 38 종류

9 지하(실) 39 편안한

10 욕실 40 애완동물

11 수영장 41 ~근처에

12 상상하다 42 시골

13 (과학) 기술

14
~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

니?

15 현관; 문

16
얼리 어답터(신기술을 빨리

써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

17 가구

18 숲

19 입다

20 표시; 문패

21 알아차리다

22 극장

23 거울

24 바비큐

25 날씨 상태

26 정원

27 자연

28 자동적으로

29 안전한

30 좋아하는

중3 YBM 박준언



제 1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dvise 31 create

2 place 32 wonderful

3 sometimes 33 living room

4 second floor 34 product

5 guest 35 enter

6 무게 36 건강

7 ~로 가득차다 37 (최상급) 가장

8 ~하고 싶다 38 종류

9 지하(실) 39 편안한

10 욕실 40 애완동물

11 swimming pool 41 near

12 imagine 42 countryside

13 technology

14
Have you ever
thought about ~

15 gate

16
얼리 어답터(신기술을 빨리

써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

17 가구

18 숲

19 입다

20 표시; 문패

21 recognize

22 theater

23 mirror

24 barbecue

25 weather condition

26 정원

27 자연

28 자동적으로

29 안전한

30 좋아하는

중3 YBM 박준언



제 1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dvise 조언하다 31 create 만들다

2 place 장소 32 wonderful 멋진, 놀라운

3 sometimes 때때로 33 living room 거실

4 second floor 2층 34 product 제품

5 guest 손님 35 enter 들어가다

6 weight 무게 36 health 건강

7 be full of ~로 가득차다 37 most (최상급) 가장

8 would like to V ~하고 싶다 38 kind(명사) 종류

9 basement 지하(실) 39 comfortable 편안한

10 bathroom 욕실 40 pet 애완동물

11 swimming pool 수영장 41 near ~근처에

12 imagine 상상하다 42 countryside 시골

13 technology (과학) 기술

14
Have you ever
thought about ~

~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

니?

15 gate 현관; 문

16 early adopter
얼리 어답터(신기술을 빨리

써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

17 furniture 가구

18 forest 숲

19 wear 입다

20 sign 표시; 문패

21 recognize 알아차리다

22 theater 극장

23 mirror 거울

24 barbecue 바비큐

25 weather condition 날씨 상태

26 garden 정원

27 nature 자연

28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29 safe 안전한

30 favorite 좋아하는

중3 YBM 박준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