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31 spirit 정령

2 bowl 그릇 32 wear 달다, 입히다

3 pop(동사) (펑 튀어 나오도록) 튀기다 33 in addition to ~외에도

4 in the old days 옛날에 34 tasty 맛좋은, 맛이 있는

5 tell fortunes 운세를 점치다 35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도

6 during ~동안에 36 long before 오래 전에

7 freshly 신선하게 37 arrive 도착하다

8 popular 인기있는, 유명한 38 the West indies 서인도제도

9 snack 간식 39 ancient 고대의

10 historian 역사가 40 marriage 결혼

11 more than ~이상 41 Dynasty 왕조

12 Central America 중앙 아메리카 42 invent 발명하다

13 originally 원래, 처음에 43 pot-shaped 항아리 모양의

14 grow 재배하다, 기르다 44 machine 기계

15 cave 동굴 45 ash (타고 남은) 재

16 native 원주민(의) 46 stir 휘젓다

17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47 fat 기름; 지방

18 seed 씨앗 48 pan 팬, 냄비, 프라이팬

19 bloom (꽃 등이) 피다 49 wire 철사, 전선

20 flowery 꽃 모양의 50 wooden 나무로 된

21 decoration 장식 51 fancy 멋진, 화려한

22 as well 또한 52 before long 곧, 머지않아

23 clothes 옷 53 electric 전기의

24 Aztecs 아즈텍 사람들 54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25 statue (조각) 상 55 demand 수요

26 god of rain 비의 신 56 spicy (향신료를 넣어) 매콤한

27 symbol 상징 57 imagine 상상하다

28 goodwill 선의, 호의 58 better still 더욱더 좋은 것은

29 protect 보호하다 59 why don't you ~하는 게 어때?

30 by Ving ~함으로써 60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중3 능률 양현권



제 2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round the world 31 spirit

2 bowl 32 wear

3 pop(동사) 33 in addition to

4 in the old days 34 tasty

5 tell fortunes 35 B as well as A

6 during 36 long before

7 freshly 37 arrive

8 popular 38 the West indies

9 snack 39 ancient

10 historian 40 marriage

11 more than 41 Dynasty

12 Central America 42 invent

13 originally 43 pot-shaped

14 grow 44 machine

15 cave 45 ash

16 native 46 stir

17 not only A but also B 47 fat

18 seed 48 pan

19 bloom 49 wire

20 flowery 50 wooden

21 decoration 51 fancy

22 as well 52 before long

23 clothes 53 electric

24 Aztecs 54 believe it or not

25 statue 55 demand

26 god of rain 56 spicy

27 symbol 57 imagine

28 goodwill 58 better still

29 protect 59 why don't you

30 by Ving 60 come up with

중3 능률 양현권



제 2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 the old days 31 popular

2 Dynasty 32 cave

3 goodwill 33 believe it or not

4 bloom 34 spirit

5 machine 35 symbol

6 imagine 36 long before

7 arrive 37 bowl

8 why don't you 38 flowery

9 native 39 invent

10 pan 40 clothes

11 better still 41 wire

12 fancy 42 historian

13 electric 43 stir

14 during 44 marriage

15 god of rain 45 not only A but also B

16 before long 46 ancient

17 Aztecs 47 tell fortunes

18 fat 48 demand

19 decoration 49 freshly

20 wear 50 in addition to

21 as well 51 spicy

22 by Ving 52 seed

23 ash 53 around the world

24 pot-shaped 54 B as well as A

25 grow 55 wooden

26 come up with 56 more than

27 Central America 57 the West indies

28 snack 58 pop(동사)

29 protect 59 originally

30 statue 60 tasty

중3 능률 양현권



제 2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옛날에 31 인기있는, 유명한

2 왕조 32 동굴

3 선의, 호의 33 믿거나 말거나

4 (꽃 등이) 피다 34 정령

5 기계 35 상징

6 상상하다 36 오래 전에

7 도착하다 37 그릇

8 ~하는 게 어때? 38 꽃 모양의

9 원주민(의) 39 발명하다

10 팬, 냄비, 프라이팬 40 옷

11 더욱더 좋은 것은 41 철사, 전선

12 멋진, 화려한 42 역사가

13 전기의 43 휘젓다

14 ~동안에 44 결혼

15 비의 신 45 A뿐만 아니라 B도

16 곧, 머지않아 46 고대의

17 아즈텍 사람들 47 운세를 점치다

18 기름; 지방 48 수요

19 장식 49 신선하게

20 달다, 입히다 50 ~외에도

21 또한 51 (향신료를 넣어) 매콤한

22 ~함으로써 52 씨앗

23 (타고 남은) 재 53 전 세계에

24 항아리 모양의 54 A뿐만 아니라 B도

25 재배하다, 기르다 55 나무로 된

26 생각해내다 56 ~이상

27 중앙 아메리카 57 서인도제도

28 간식 58 (펑 튀어 나오도록) 튀기다

29 보호하다 59 원래, 처음에

30 (조각) 상 60 맛좋은, 맛이 있는

중3 능률 양현권



제 2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 the old days 31 popular

2 Dynasty 32 cave

3 goodwill 33 believe it or not

4 bloom 34 spirit

5 machine 35 symbol

6 상상하다 36 오래 전에

7 도착하다 37 그릇

8 ~하는 게 어때? 38 꽃 모양의

9 원주민(의) 39 발명하다

10 팬, 냄비, 프라이팬 40 옷

11 better still 41 wire

12 fancy 42 historian

13 electric 43 stir

14 during 44 marriage

15 god of rain 45 not only A but also B

16 곧, 머지않아 46 고대의

17 아즈텍 사람들 47 운세를 점치다

18 기름; 지방 48 수요

19 장식 49 신선하게

20 달다, 입히다 50 ~외에도

21 as well 51 spicy

22 by Ving 52 seed

23 ash 53 around the world

24 pot-shaped 54 B as well as A

25 grow 55 wooden

26 생각해내다 56 ~이상

27 중앙 아메리카 57 서인도제도

28 간식 58 (펑 튀어 나오도록) 튀기다

29 보호하다 59 원래, 처음에

30 (조각) 상 60 맛좋은, 맛이 있는

중3 능률 양현권



제 2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 the old days 옛날에 31 popular 인기있는, 유명한

2 Dynasty 왕조 32 cave 동굴

3 goodwill 선의, 호의 33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4 bloom (꽃 등이) 피다 34 spirit 정령

5 machine 기계 35 symbol 상징

6 imagine 상상하다 36 long before 오래 전에

7 arrive 도착하다 37 bowl 그릇

8 why don't you ~하는 게 어때? 38 flowery 꽃 모양의

9 native 원주민(의) 39 invent 발명하다

10 pan 팬, 냄비, 프라이팬 40 clothes 옷

11 better still 더욱더 좋은 것은 41 wire 철사, 전선

12 fancy 멋진, 화려한 42 historian 역사가

13 electric 전기의 43 stir 휘젓다

14 during ~동안에 44 marriage 결혼

15 god of rain 비의 신 45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16 before long 곧, 머지않아 46 ancient 고대의

17 Aztecs 아즈텍 사람들 47 tell fortunes 운세를 점치다

18 fat 기름; 지방 48 demand 수요

19 decoration 장식 49 freshly 신선하게

20 wear 달다, 입히다 50 in addition to ~외에도

21 as well 또한 51 spicy (향신료를 넣어) 매콤한

22 by Ving ~함으로써 52 seed 씨앗

23 ash (타고 남은) 재 53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24 pot-shaped 항아리 모양의 54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도

25 grow 재배하다, 기르다 55 wooden 나무로 된

26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56 more than ~이상

27 Central America 중앙 아메리카 57 the West indies 서인도제도

28 snack 간식 58 pop(동사) (펑 튀어 나오도록) 튀기다

29 protect 보호하다 59 originally 원래, 처음에

30 statue (조각) 상 60 tasty 맛좋은, 맛이 있는

중3 능률 양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