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eenager 십대 31 feeling 감정

2 worry 걱정(하다) 32 advice 충고, 조언

3 avoid 피하다 33 go out with 데이트를 하다

4 older sister 언니, 누나 34 focus on ~에 집중하다, 초점을 두다

5 what about ~는 어때? 35 why don't you ~하는 게 어때?

6 turn around 돌다, 돌리다 36 afraid 두려워 하는

7 walk away 떠나 버리다 37 soon 곧, 빨리

8 I am sorry 유감이다 38 misunderstand 오해하다

9 wrong 잘못 된, 틀린 39 end up Ving 결국 ~이 되다

10 feel like ~처럼 느껴지다 40 even (비교급 강조) 훨씬

11 not ~ anymore 더 이상 ~이 아닌

12 maybe 아마도

13 if ~인지 아닌지

14 there is(are) ~가 있다

15 still 여전히

16 popular 인기있는, 유명한

17 sneakers 운동화

18 a couple of 몇몇의

19 no longer 더 이상 ~가 아닌

20 in style 유행하는

21 cool 멋진

22 wear 입다

23 latest 최신식의

24 because of ~때문에

25 clothes 옷

26 great 멋진

27 prove 증명하다

28 recently 최근에

29 ask out 데이트를 신청하다

30 hurt 다치게 하다

중3 YBM 송미정



제 2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eenager 31 feeling

2 worry 32 advice

3 avoid 33 go out with

4 older sister 34 focus on

5 what about 35 why don't you

6 turn around 36 afraid

7 walk away 37 soon

8 I am sorry 38 misunderstand

9 wrong 39 end up Ving

10 feel like 40 even

11 not ~ anymore

12 maybe

13 if

14 there is(are)

15 still

16 popular

17 sneakers

18 a couple of

19 no longer

20 in style

21 cool

22 wear

23 latest

24 because of

25 clothes

26 great

27 prove

28 recently

29 ask out

30 hurt

중3 YBM 송미정



제 2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ot ~ anymore 31 latest

2 in style 32 feel like

3 if 33 even

4 ask out 34 no longer

5 afraid 35 go out with

6 wrong 36 what about

7 clothes 37 why don't you

8 avoid 38 advice

9 recently 39 great

10 older sister 40 end up Ving

11 cool

12 wear

13 walk away

14 still

15 feeling

16 popular

17 prove

18 soon

19 focus on

20 turn around

21 a couple of

22 worry

23 sneakers

24 because of

25 hurt

26 teenager

27 misunderstand

28 there is(are)

29 I am sorry

30 maybe

중3 YBM 송미정



제 2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더 이상 ~이 아닌 31 최신식의

2 유행하는 32 ~처럼 느껴지다

3 ~인지 아닌지 33 (비교급 강조) 훨씬

4 데이트를 신청하다 34 더 이상 ~가 아닌

5 두려워 하는 35 데이트를 하다

6 잘못 된, 틀린 36 ~는 어때?

7 옷 37 ~하는 게 어때?

8 피하다 38 충고, 조언

9 최근에 39 멋진

10 언니, 누나 40 결국 ~이 되다

11 멋진

12 입다

13 떠나 버리다

14 여전히

15 감정

16 인기있는, 유명한

17 증명하다

18 곧, 빨리

19 ~에 집중하다, 초점을 두다

20 돌다, 돌리다

21 몇몇의

22 걱정(하다)

23 운동화

24 ~때문에

25 다치게 하다

26 십대

27 오해하다

28 ~가 있다

29 유감이다

30 아마도

중3 YBM 송미정



제 2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ot ~ anymore 31 latest

2 in style 32 feel like

3 if 33 even

4 ask out 34 no longer

5 afraid 35 go out with

6 잘못 된, 틀린 36 ~는 어때?

7 옷 37 ~하는 게 어때?

8 피하다 38 충고, 조언

9 최근에 39 멋진

10 언니, 누나 40 결국 ~이 되다

11 cool

12 wear

13 walk away

14 still

15 feeling

16 인기있는, 유명한

17 증명하다

18 곧, 빨리

19 ~에 집중하다, 초점을 두다

20 돌다, 돌리다

21 a couple of

22 worry

23 sneakers

24 because of

25 hurt

26 십대

27 오해하다

28 ~가 있다

29 유감이다

30 아마도

중3 YBM 송미정



제 2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not ~ anymore 더 이상 ~이 아닌 31 latest 최신식의

2 in style 유행하는 32 feel like ~처럼 느껴지다

3 if ~인지 아닌지 33 even (비교급 강조) 훨씬

4 ask out 데이트를 신청하다 34 no longer 더 이상 ~가 아닌

5 afraid 두려워 하는 35 go out with 데이트를 하다

6 wrong 잘못 된, 틀린 36 what about ~는 어때?

7 clothes 옷 37 why don't you ~하는 게 어때?

8 avoid 피하다 38 advice 충고, 조언

9 recently 최근에 39 great 멋진

10 older sister 언니, 누나 40 end up Ving 결국 ~이 되다

11 cool 멋진

12 wear 입다

13 walk away 떠나 버리다

14 still 여전히

15 feeling 감정

16 popular 인기있는, 유명한

17 prove 증명하다

18 soon 곧, 빨리

19 focus on ~에 집중하다, 초점을 두다

20 turn around 돌다, 돌리다

21 a couple of 몇몇의

22 worry 걱정(하다)

23 sneakers 운동화

24 because of ~때문에

25 hurt 다치게 하다

26 teenager 십대

27 misunderstand 오해하다

28 there is(are) ~가 있다

29 I am sorry 유감이다

30 maybe 아마도

중3 YBM 송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