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lant 식물 31 government 정부

2 feed 먹이를 주다 32 technology (과학) 기술

3 hidden 숨겨진 33 publish 발행하다, 출판하다

4 spinach 시금치 34 article (신문 등의) 기사

5 world-famous 세계적으로 유명한 35 pilot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

6 cartoon 만화 36 improve 향상시키다

7 by Ving ~함으로써 37 night vision 야간 시력

8 become ~가 되다 38 not really 그다지, 그닥

9 popular 인기있는, 유명한 39 contain 포함하다

10 capital 수도 40 vitamin 비타민

11 statue (조각)상 41 , which 그리고 그것은

12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42 Scottish 스코틀랜드인

13 nutrient 영양분 43 researcher 조사자

14 actually 사실 44 discover 발견하다

15 consider 생각하다, 고려하다 45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16 planet 지구, 행성 46 light(형용사) 가벼운

17 way 방법 47 material 재료, 물질

18 absorb 흡수하다 48 be used to V ~하는데 사용되다

19 soil 흙 49 battleship 전함

20 characteristic 특징 50 already 이미, 벌써

21 bomb 폭탄 51 scariest 가장 무서운

22 sensor 센서 52 be good for ~에 좋다

23 soak up 빨아들이다 53 poisonous 유독한, 독이 있는

24 trace(명사) 흔적 54 prove 증명하다

25 light up 빛나다 55 in front of ~앞에서

26 the Royal Air Force 영국 공군 56 expect 예상하다

27 defeat
(상대를) 패배시키다, 이기

다
57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28 fighter 전투기 58 no longer 더 이상 ~가 아닌

29 radar 레이더 59 be afraid of ~를 두려워하다

30 British 영국의 60 insect 곤충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be scared of ~를 두려워하다

62 keep away (멀리) 떨어뜨리다

63 place(동사) ~를 놓다

64 bowl 그릇

65 crushed 으깬

66 near ~근처에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3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plant 31 government

2 feed 32 technology

3 hidden 33 publish

4 spinach 34 article

5 world-famous 35 pilot

6 cartoon 36 improve

7 by Ving 37 night vision

8 become 38 not really

9 popular 39 contain

10 capital 40 vitamin

11 statue 41 , which

12 although 42 Scottish

13 nutrient 43 researcher

14 actually 44 discover

15 consider 45 turn A into B

16 planet 46 light(형용사)

17 way 47 material

18 absorb 48 be used to V

19 soil 49 battleship

20 characteristic 50 already

21 bomb 51 scariest

22 sensor 52 be good for

23 soak up 53 poisonous

24 trace(명사) 54 prove

25 light up 55 in front of

26 the Royal Air Force 56 expect

27 defeat 57 happen

28 fighter 58 no longer

29 radar 59 be afraid of

30 British 60 insect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3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be scared of

62 keep away

63 place(동사)

64 bowl

65 crushed

66 near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3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haracteristic 31 sensor

2 article 32 in front of

3 fighter 33 although

4 no longer 34 contain

5 bowl 35 be used to V

6 defeat 36 discover

7 night vision 37 spinach

8 planet 38 bomb

9 poisonous 39 already

10 way 40 improve

11 actually 41 light up

12 happen 42 publish

13 not really 43 insect

14 plant 44 statue

15 British 45 place(동사)

16 cartoon 46 capital

17 turn A into B 47 Scottish

18 the Royal Air Force 48 popular

19 radar 49 world-famous

20 technology 50 expect

21 keep away 51 trace(명사)

22 nutrient 52 researcher

23 government 53 be scared of

24 be afraid of 54 be good for

25 battleship 55 crushed

26 prove 56 soak up

27 by Ving 57 soil

28 hidden 58 absorb

29 scariest 59 near

30 material 60 consider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3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특징 31 센서

2 (신문 등의) 기사 32 ~앞에서

3 전투기 33 비록 ~일지라도

4 더 이상 ~가 아닌 34 포함하다

5 그릇 35 ~하는데 사용되다

6
(상대를) 패배시키다, 이기

다
36 발견하다

7 야간 시력 37 시금치

8 지구, 행성 38 폭탄

9 유독한, 독이 있는 39 이미, 벌써

10 방법 40 향상시키다

11 사실 41 빛나다

12 일어나다, 발생하다 42 발행하다, 출판하다

13 그다지, 그닥 43 곤충

14 식물 44 (조각)상

15 영국의 45 ~를 놓다

16 만화 46 수도

17 A를 B로 바꾸다 47 스코틀랜드인

18 영국 공군 48 인기있는, 유명한

19 레이더 49 세계적으로 유명한

20 (과학) 기술 50 예상하다

21 (멀리) 떨어뜨리다 51 흔적

22 영양분 52 조사자

23 정부 53 ~를 두려워하다

24 ~를 두려워하다 54 ~에 좋다

25 전함 55 으깬

26 증명하다 56 빨아들이다

27 ~함으로써 57 흙

28 숨겨진 58 흡수하다

29 가장 무서운 59 ~근처에

30 재료, 물질 60 생각하다, 고려하다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3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haracteristic 31 sensor

2 article 32 in front of

3 fighter 33 although

4 no longer 34 contain

5 bowl 35 be used to V

6
(상대를) 패배시키다, 이기

다
36 발견하다

7 야간 시력 37 시금치

8 지구, 행성 38 폭탄

9 유독한, 독이 있는 39 이미, 벌써

10 방법 40 향상시키다

11 actually 41 light up

12 happen 42 publish

13 not really 43 insect

14 plant 44 statue

15 British 45 place(동사)

16 만화 46 수도

17 A를 B로 바꾸다 47 스코틀랜드인

18 영국 공군 48 인기있는, 유명한

19 레이더 49 세계적으로 유명한

20 (과학) 기술 50 예상하다

21 keep away 51 trace(명사)

22 nutrient 52 researcher

23 government 53 be scared of

24 be afraid of 54 be good for

25 battleship 55 crushed

26 증명하다 56 빨아들이다

27 ~함으로써 57 흙

28 숨겨진 58 흡수하다

29 가장 무서운 59 ~근처에

30 재료, 물질 60 생각하다, 고려하다

중3 미래엔 최연희



제 3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haracteristic 특징 31 sensor 센서

2 article (신문 등의) 기사 32 in front of ~앞에서

3 fighter 전투기 33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4 no longer 더 이상 ~가 아닌 34 contain 포함하다

5 bowl 그릇 35 be used to V ~하는데 사용되다

6 defeat
(상대를) 패배시키다, 이기

다
36 discover 발견하다

7 night vision 야간 시력 37 spinach 시금치

8 planet 지구, 행성 38 bomb 폭탄

9 poisonous 유독한, 독이 있는 39 already 이미, 벌써

10 way 방법 40 improve 향상시키다

11 actually 사실 41 light up 빛나다

12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42 publish 발행하다, 출판하다

13 not really 그다지, 그닥 43 insect 곤충

14 plant 식물 44 statue (조각)상

15 British 영국의 45 place(동사) ~를 놓다

16 cartoon 만화 46 capital 수도

17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47 Scottish 스코틀랜드인

18 the Royal Air Force 영국 공군 48 popular 인기있는, 유명한

19 radar 레이더 49 world-famous 세계적으로 유명한

20 technology (과학) 기술 50 expect 예상하다

21 keep away (멀리) 떨어뜨리다 51 trace(명사) 흔적

22 nutrient 영양분 52 researcher 조사자

23 government 정부 53 be scared of ~를 두려워하다

24 be afraid of ~를 두려워하다 54 be good for ~에 좋다

25 battleship 전함 55 crushed 으깬

26 prove 증명하다 56 soak up 빨아들이다

27 by Ving ~함으로써 57 soil 흙

28 hidden 숨겨진 58 absorb 흡수하다

29 scariest 가장 무서운 59 near ~근처에

30 material 재료, 물질 60 consider 생각하다, 고려하다

중3 미래엔 최연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