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earn 배우다, 알다 31 increase 증가

2 genius 천재 32 air pressure 기압

3 inspiration 영감 33 cause(동사) 야기하다, 초래하다

4 from A to B A에서 B까지 34 headache 두통

5 self-cleaning 자정(자기 정화) 35 engineer 엔지니어

6 plant 식물 36 reduce 줄이다

7 way 방법 37 in search of ~를 찾고 있는

8 work 작동하다 38 meal 식사

9 fascinate 매혹하다, 매료하다 39 dive into ~로 뛰어 들다

10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40 gracefully 우아하게

11 imitate 모방하다 41 study 연구하다

12 solution 해결책 42 discover 발견하다

13 such 그러한 43 narrow 좁은

14 wonder 궁금해하다 44 beak (새의) 부리

15 closely 자세히, 면밀히 45 redesign 다시 디자인하다

16 make notes 기록하다, 필기하다 46 front 앞

17 draw 그리다 47 by Ving ~함으로써

18 even though 비록 ~일지라도 48 travel 이동하다, 여행하다

19 invention 발명(품) 49 less 더 적은, 덜

20 successful 성공적인 50 electricity 전기

21 wing 날개 51 burr (껍질이 꺼끌꺼끌한) 씨앗

22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52 all-purpose 만능의, 다목적의

23 machine 기계 53 fastener 고정장치, 잠금장치

24 since then 그 때 이후로 54 one day 어느날

25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55 hike 등산하다, 하이킹하다

26 ability 능력 56 woods 숲

27 explore 탐험하다 57 on one's way ~하는 길에, ~하는 도중에

28 quietly 조용하게 58 stick 달라붙다

29 tunnel 터널 59 hair 털

30 sudden 갑작스러운 60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take a close look 자세히 살펴보다

62 notice 알아차리다

63 needle (식물의) 가시

64 straight 직선의

65 apply 적용하다

66 useful 유용한

67 material 재료, 물질

68 tiny 작은

69 hairy 털이 많은, 털로 덮인

70 surface 표면

71 press 누르다

72 a number of 많은

73 space 우주

74 keep O from Ving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75 float 뜨다, 떠다니다

76 useless 쓸모없는, 소용없는

77 curious 호기심있는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3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earn 31 increase

2 genius 32 air pressure

3 inspiration 33 cause(동사)

4 from A to B 34 headache

5 self-cleaning 35 engineer

6 plant 36 reduce

7 way 37 in search of

8 work 38 meal

9 fascinate 39 dive into

10 not only A but also B 40 gracefully

11 imitate 41 study

12 solution 42 discover

13 such 43 narrow

14 wonder 44 beak

15 closely 45 redesign

16 make notes 46 front

17 draw 47 by Ving

18 even though 48 travel

19 invention 49 less

20 successful 50 electricity

21 wing 51 burr

22 try to V 52 all-purpose

23 machine 53 fastener

24 since then 54 one day

25 successfully 55 hike

26 ability 56 woods

27 explore 57 on one's way

28 quietly 58 stick

29 tunnel 59 hair

30 sudden 60 happen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take a close look

62 notice

63 needle

64 straight

65 apply

66 useful

67 material

68 tiny

69 hairy

70 surface

71 press

72 a number of

73 space

74 keep O from Ving

75 float

76 useless

77 curious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3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duce 31 stick

2 electricity 32 apply

3 engineer 33 self-cleaning

4 woods 34 beak

5 hairy 35 way

6 plant 36 cause(동사)

7 increase 37 narrow

8 in search of 38 air pressure

9 closely 39 redesign

10 take a close look 40 machine

11 useful 41 wonder

12 explore 42 less

13 solution 43 by Ving

14 material 44 sudden

15 try to V 45 meal

16 make notes 46 surface

17 quietly 47 on one's way

18 burr 48 headache

19 since then 49 gracefully

20 fascinate 50 hair

21 needle 51 curious

22 fastener 52 press

23 genius 53 a number of

24 learn 54 float

25 such 55 useless

26 hike 56 wing

27 from A to B 57 tiny

28 draw 58 straight

29 dive into 59 happen

30 notice 60 successful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3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줄이다 31 달라붙다

2 전기 32 적용하다

3 엔지니어 33 자정(자기 정화)

4 숲 34 (새의) 부리

5 털이 많은, 털로 덮인 35 방법

6 식물 36 야기하다, 초래하다

7 증가 37 좁은

8 ~를 찾고 있는 38 기압

9 자세히, 면밀히 39 다시 디자인하다

10 자세히 살펴보다 40 기계

11 유용한 41 궁금해하다

12 탐험하다 42 더 적은, 덜

13 해결책 43 ~함으로써

14 재료, 물질 44 갑작스러운

15 ~하려고 노력하다 45 식사

16 기록하다, 필기하다 46 표면

17 조용하게 47 ~하는 길에, ~하는 도중에

18 (껍질이 꺼끌꺼끌한) 씨앗 48 두통

19 그 때 이후로 49 우아하게

20 매혹하다, 매료하다 50 털

21 (식물의) 가시 51 호기심있는

22 고정장치, 잠금장치 52 누르다

23 천재 53 많은

24 배우다, 알다 54 뜨다, 떠다니다

25 그러한 55 쓸모없는, 소용없는

26 등산하다, 하이킹하다 56 날개

27 A에서 B까지 57 작은

28 그리다 58 직선의

29 ~로 뛰어 들다 59 일어나다, 발생하다

30 알아차리다 60 성공적인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3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duce 31 stick

2 electricity 32 apply

3 engineer 33 self-cleaning

4 woods 34 beak

5 hairy 35 way

6 식물 36 야기하다, 초래하다

7 증가 37 좁은

8 ~를 찾고 있는 38 기압

9 자세히, 면밀히 39 다시 디자인하다

10 자세히 살펴보다 40 기계

11 useful 41 wonder

12 explore 42 less

13 solution 43 by Ving

14 material 44 sudden

15 try to V 45 meal

16 기록하다, 필기하다 46 표면

17 조용하게 47 ~하는 길에, ~하는 도중에

18 (껍질이 꺼끌꺼끌한) 씨앗 48 두통

19 그 때 이후로 49 우아하게

20 매혹하다, 매료하다 50 털

21 needle 51 curious

22 fastener 52 press

23 genius 53 a number of

24 learn 54 float

25 such 55 useless

26 등산하다, 하이킹하다 56 날개

27 A에서 B까지 57 작은

28 그리다 58 직선의

29 ~로 뛰어 들다 59 일어나다, 발생하다

30 알아차리다 60 성공적인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3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duce 줄이다 31 stick 달라붙다

2 electricity 전기 32 apply 적용하다

3 engineer 엔지니어 33 self-cleaning 자정(자기 정화)

4 woods 숲 34 beak (새의) 부리

5 hairy 털이 많은, 털로 덮인 35 way 방법

6 plant 식물 36 cause(동사) 야기하다, 초래하다

7 increase 증가 37 narrow 좁은

8 in search of ~를 찾고 있는 38 air pressure 기압

9 closely 자세히, 면밀히 39 redesign 다시 디자인하다

10 take a close look 자세히 살펴보다 40 machine 기계

11 useful 유용한 41 wonder 궁금해하다

12 explore 탐험하다 42 less 더 적은, 덜

13 solution 해결책 43 by Ving ~함으로써

14 material 재료, 물질 44 sudden 갑작스러운

15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45 meal 식사

16 make notes 기록하다, 필기하다 46 surface 표면

17 quietly 조용하게 47 on one's way ~하는 길에, ~하는 도중에

18 burr (껍질이 꺼끌꺼끌한) 씨앗 48 headache 두통

19 since then 그 때 이후로 49 gracefully 우아하게

20 fascinate 매혹하다, 매료하다 50 hair 털

21 needle (식물의) 가시 51 curious 호기심있는

22 fastener 고정장치, 잠금장치 52 press 누르다

23 genius 천재 53 a number of 많은

24 learn 배우다, 알다 54 float 뜨다, 떠다니다

25 such 그러한 55 useless 쓸모없는, 소용없는

26 hike 등산하다, 하이킹하다 56 wing 날개

27 from A to B A에서 B까지 57 tiny 작은

28 draw 그리다 58 straight 직선의

29 dive into ~로 뛰어 들다 59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30 notice 알아차리다 60 successful 성공적인

중3 지학사 민찬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