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oreign 외국의 31 seat 의석, 좌석

2 rather 다소, 꽤 32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

3 that(부사) 그렇게 33 almost 거의

4 reply 답장, 대답 34 seem ~처럼 보이다

5 a lot 훨씬 35 whether ~이든 아니든

6 get over 극복하다 36 hire (사람을) 고용하다

7 far away 멀리 37 knock down 떨어뜨리다

8 island 섬 38 press 압착

9 while ~인 반면, 반면에 39 enough 충분한

10 more than ~이상 40 pot 항아리

11 discover 발견하다 41 hug 포옹

12 translate 번역하다

13 into
(변화의 결과 전치사) ~으

로

14 dear 사랑하는, 소중한

15 reach out (손을) 뻗다

16 toward ~쪽으로, ~를 향해서

17 except for ~를 제외하고

18 a little 약간

19 seriously 심각하게

20 already 이미, 벌써

21 fall(2형식 동사) ~가 되다

22 visit 방문하다

23 look after 돌보다

24 prepare 준비하다

25 field 들판, 밭

26 plant(동사) (식물 등을) 심다

27 seed 씨앗

28 lire (화폐 단위) 리라

29 vote 투표

30 lose 잃다

중3 천재 정사열



제 5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oreign 31 seat

2 rather 32 so ~ that ~

3 that(부사) 33 almost

4 reply 34 seem

5 a lot 35 whether

6 get over 36 hire

7 far away 37 knock down

8 island 38 press

9 while 39 enough

10 more than 40 pot

11 discover 41 hug

12 translate

13 into

14 dear

15 reach out

16 toward

17 except for

18 a little

19 seriously

20 already

21 fall(2형식 동사)

22 visit

23 look after

24 prepare

25 field

26 plant(동사)

27 seed

28 lire

29 vote

30 lose

중3 천재 정사열



제 5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oreign 31 enough

2 pot 32 press

3 visit 33 so ~ that ~

4 rather 34 get over

5 discover 35 into

6 translate 36 while

7 knock down 37 look after

8 a little 38 whether

9 hug 39 lire

10 almost 40 prepare

11 lose 41 seed

12 seriously

13 toward

14 dear

15 fall(2형식 동사)

16 field

17 seem

18 island

19 hire

20 more than

21 plant(동사)

22 already

23 vote

24 reach out

25 seat

26 reply

27 far away

28 that(부사)

29 except for

30 a lot

중3 천재 정사열



제 5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외국의 31 충분한

2 항아리 32 압착

3 방문하다 33 너무 ~해서 ~하다

4 다소, 꽤 34 극복하다

5 발견하다 35
(변화의 결과 전치사) ~으

로

6 번역하다 36 ~인 반면, 반면에

7 떨어뜨리다 37 돌보다

8 약간 38 ~이든 아니든

9 포옹 39 (화폐 단위) 리라

10 거의 40 준비하다

11 잃다 41 씨앗

12 심각하게

13 ~쪽으로, ~를 향해서

14 사랑하는, 소중한

15 ~가 되다

16 들판, 밭

17 ~처럼 보이다

18 섬

19 (사람을) 고용하다

20 ~이상

21 (식물 등을) 심다

22 이미, 벌써

23 투표

24 (손을) 뻗다

25 의석, 좌석

26 답장, 대답

27 멀리

28 그렇게

29 ~를 제외하고

30 훨씬

중3 천재 정사열



제 5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oreign 31 enough

2 pot 32 press

3 visit 33 so ~ that ~

4 rather 34 get over

5 discover 35 into

6 번역하다 36 ~인 반면, 반면에

7 떨어뜨리다 37 돌보다

8 약간 38 ~이든 아니든

9 포옹 39 (화폐 단위) 리라

10 거의 40 준비하다

11 lose 41 seed

12 seriously

13 toward

14 dear

15 fall(2형식 동사)

16 들판, 밭

17 ~처럼 보이다

18 섬

19 (사람을) 고용하다

20 ~이상

21 plant(동사)

22 already

23 vote

24 reach out

25 seat

26 답장, 대답

27 멀리

28 그렇게

29 ~를 제외하고

30 훨씬

중3 천재 정사열



제 5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oreign 외국의 31 enough 충분한

2 pot 항아리 32 press 압착

3 visit 방문하다 33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

4 rather 다소, 꽤 34 get over 극복하다

5 discover 발견하다 35 into
(변화의 결과 전치사) ~으

로

6 translate 번역하다 36 while ~인 반면, 반면에

7 knock down 떨어뜨리다 37 look after 돌보다

8 a little 약간 38 whether ~이든 아니든

9 hug 포옹 39 lire (화폐 단위) 리라

10 almost 거의 40 prepare 준비하다

11 lose 잃다 41 seed 씨앗

12 seriously 심각하게

13 toward ~쪽으로, ~를 향해서

14 dear 사랑하는, 소중한

15 fall(2형식 동사) ~가 되다

16 field 들판, 밭

17 seem ~처럼 보이다

18 island 섬

19 hire (사람을) 고용하다

20 more than ~이상

21 plant(동사) (식물 등을) 심다

22 already 이미, 벌써

23 vote 투표

24 reach out (손을) 뻗다

25 seat 의석, 좌석

26 reply 답장, 대답

27 far away 멀리

28 that(부사) 그렇게

29 except for ~를 제외하고

30 a lot 훨씬

중3 천재 정사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