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raw 그리다 31 for example 예를 들어

2 language 언어 32 without ~없는

3 clothes 옷 33 draw attention 관심을 끌다

4 wear 입다 34 in the past 과거에

5 pet 애완동물 35 meaning 의미

6 raise 기르다 36 each 각각의

7 somehow 어떻게든 37 try Ving (시험삼아) 해보다

8 be related to ~과 연관(관련)되어 있다 38 opinion 의견

9 personality 성격

10 various 다양한

11 below ~밑에

12 light 가벼운

13 on the other hand 반면에

14 heavy rain 폭우

15 there is(are) ~가 있다

16 above ~위에

17 difference 다른점, 차이

18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19 drop (빗)방울

20 heavily 심하게, 거칠게

21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22 hopeful 희망찬, 기대에 부푼

23 protection 보호

24 stressful 스트레스 받는

25 situation 상황

26 means 수단, 방법

27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28 detail 세부적인 것

29 have to do with ~와 관련이 있다

30 attitude 태도

중3 YBM 송미정



제 5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draw 31 for example

2 language 32 without

3 clothes 33 draw attention

4 wear 34 in the past

5 pet 35 meaning

6 raise 36 each

7 somehow 37 try Ving

8 be related to 38 opinion

9 personality

10 various

11 below

12 light

13 on the other hand

14 heavy rain

15 there is(are)

16 above

17 difference

18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19 drop

20 heavily

21 happen

22 hopeful

23 protection

24 stressful

25 situation

26 means

27 deal with

28 detail

29 have to do with

30 attitude

중3 YBM 송미정



제 5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ach 31 wear

2 for example 32 opinion

3 above 33 various

4 drop 34 hopeful

5 difference 35 language

6 in the past 36 be related to

7 meaning 37 draw attention

8 happen 38 heavily

9 attitude

10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11 clothes

12 there is(are)

13 pet

14 without

15 personality

16 light

17 deal with

18 means

19 on the other hand

20 heavy rain

21 raise

22 protection

23 situation

24 try Ving

25 detail

26 have to do with

27 somehow

28 stressful

29 below

30 draw

중3 YBM 송미정



제 5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각각의 31 입다

2 예를 들어 32 의견

3 ~위에 33 다양한

4 (빗)방울 34 희망찬, 기대에 부푼

5 다른점, 차이 35 언어

6 과거에 36 ~과 연관(관련)되어 있다

7 의미 37 관심을 끌다

8 일어나다, 발생하다 38 심하게, 거칠게

9 태도

10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11 옷

12 ~가 있다

13 애완동물

14 ~없는

15 성격

16 가벼운

17 다루다, 처리하다

18 수단, 방법

19 반면에

20 폭우

21 기르다

22 보호

23 상황

24 (시험삼아) 해보다

25 세부적인 것

26 ~와 관련이 있다

27 어떻게든

28 스트레스 받는

29 ~밑에

30 그리다

중3 YBM 송미정



제 5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ach 31 wear

2 for example 32 opinion

3 above 33 various

4 drop 34 hopeful

5 difference 35 language

6 과거에 36 ~과 연관(관련)되어 있다

7 의미 37 관심을 끌다

8 일어나다, 발생하다 38 심하게, 거칠게

9 태도

10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11 clothes

12 there is(are)

13 pet

14 without

15 personality

16 가벼운

17 다루다, 처리하다

18 수단, 방법

19 반면에

20 폭우

21 raise

22 protection

23 situation

24 try Ving

25 detail

26 ~와 관련이 있다

27 어떻게든

28 스트레스 받는

29 ~밑에

30 그리다

중3 YBM 송미정



제 5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ach 각각의 31 wear 입다

2 for example 예를 들어 32 opinion 의견

3 above ~위에 33 various 다양한

4 drop (빗)방울 34 hopeful 희망찬, 기대에 부푼

5 difference 다른점, 차이 35 language 언어

6 in the past 과거에 36 be related to ~과 연관(관련)되어 있다

7 meaning 의미 37 draw attention 관심을 끌다

8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38 heavily 심하게, 거칠게

9 attitude 태도

10
the 비교급~, the 비교
급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

하다

11 clothes 옷

12 there is(are) ~가 있다

13 pet 애완동물

14 without ~없는

15 personality 성격

16 light 가벼운

17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18 means 수단, 방법

19 on the other hand 반면에

20 heavy rain 폭우

21 raise 기르다

22 protection 보호

23 situation 상황

24 try Ving (시험삼아) 해보다

25 detail 세부적인 것

26 have to do with ~와 관련이 있다

27 somehow 어떻게든

28 stressful 스트레스 받는

29 below ~밑에

30 draw 그리다

중3 YBM 송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