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etter 편지 31 suddenly 갑자기

2 reader 독자 32 disappear 사라지다

3 comfort food
위안을 주는 음식, 편안하

게 해 주는 음식
33 crisp 바삭거리는, 아삭아삭한

4 sad 슬픈 34 every time ~할 때마다

5 angry 화난 35 the most 가장

6 stressed out 스트레스 받는 36 look like ~인 것처럼 보이다

7 also 또한 37 sea shell 조개껍데기

8 think of ~에 대해 생각하다 38 snack 간식

9 moment 순간 39 visit 방문하다

10 past 과거 40 taste 맛이 나다

11 satisfy 만족시키다 41 right 바로

12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42 be filled with ~로 가득차다

13 stomach 배, 위 43 especially 특히

14 differ 다르다 44 tea (마시는) 차

15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45 share 공유하다

16 international 국제적인 46 recipe 조리법

17 soup 수프 47 maybe 아마도

18 have a cold 감기에 걸리다 48 become ~가 되다

19 catch a cold 감기에 걸리다

20 bad cold 심한 감기

21 bowl 그릇

22 so that ~하기 위해서

23 get well 건강해지다, 회복되다

24 warm(동사) 따뜻하게 하다

25 slowly 천천히

26 tasty 맛좋은, 맛이 있는

27 dish 음식

28 vegetable 야채, 채소

29 similar 비슷한

30 once 과거에, 옛날에

중3 동아 윤정미



제 2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etter 31 suddenly

2 reader 32 disappear

3 comfort food 33 crisp

4 sad 34 every time

5 angry 35 the most

6 stressed out 36 look like

7 also 37 sea shell

8 think of 38 snack

9 moment 39 visit

10 past 40 taste

11 satisfy 41 right

12 not only A but also B 42 be filled with

13 stomach 43 especially

14 differ 44 tea

15 around the world 45 share

16 international 46 recipe

17 soup 47 maybe

18 have a cold 48 become

19 catch a cold

20 bad cold

21 bowl

22 so that

23 get well

24 warm(동사)

25 slowly

26 tasty

27 dish

28 vegetable

29 similar

30 once

중3 동아 윤정미



제 2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e filled with 31 around the world

2 recipe 32 comfort food

3 suddenly 33 especially

4 the most 34 vegetable

5 taste 35 dish

6 maybe 36 catch a cold

7 angry 37 also

8 have a cold 38 stomach

9 visit 39 past

10 warm(동사) 40 think of

11 so that 41 crisp

12 bad cold 42 tea

13 international 43 disappear

14 every time 44 not only A but also B

15 look like 45 stressed out

16 snack 46 right

17 once 47 differ

18 bowl 48 tasty

19 slowly

20 similar

21 moment

22 get well

23 become

24 share

25 sad

26 reader

27 satisfy

28 sea shell

29 soup

30 letter

중3 동아 윤정미



제 2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로 가득차다 31 전 세계에

2 조리법 32
위안을 주는 음식, 편안하

게 해 주는 음식

3 갑자기 33 특히

4 가장 34 야채, 채소

5 맛이 나다 35 음식

6 아마도 36 감기에 걸리다

7 화난 37 또한

8 감기에 걸리다 38 배, 위

9 방문하다 39 과거

10 따뜻하게 하다 40 ~에 대해 생각하다

11 ~하기 위해서 41 바삭거리는, 아삭아삭한

12 심한 감기 42 (마시는) 차

13 국제적인 43 사라지다

14 ~할 때마다 44 A뿐만 아니라 B도

15 ~인 것처럼 보이다 45 스트레스 받는

16 간식 46 바로

17 과거에, 옛날에 47 다르다

18 그릇 48 맛좋은, 맛이 있는

19 천천히

20 비슷한

21 순간

22 건강해지다, 회복되다

23 ~가 되다

24 공유하다

25 슬픈

26 독자

27 만족시키다

28 조개껍데기

29 수프

30 편지

중3 동아 윤정미



제 2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e filled with 31 around the world

2 recipe 32 comfort food

3 suddenly 33 especially

4 the most 34 vegetable

5 taste 35 dish

6 아마도 36 감기에 걸리다

7 화난 37 또한

8 감기에 걸리다 38 배, 위

9 방문하다 39 과거

10 따뜻하게 하다 40 ~에 대해 생각하다

11 so that 41 crisp

12 bad cold 42 tea

13 international 43 disappear

14 every time 44 not only A but also B

15 look like 45 stressed out

16 간식 46 바로

17 과거에, 옛날에 47 다르다

18 그릇 48 맛좋은, 맛이 있는

19 천천히

20 비슷한

21 moment

22 get well

23 become

24 share

25 sad

26 독자

27 만족시키다

28 조개껍데기

29 수프

30 편지

중3 동아 윤정미



제 2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e filled with ~로 가득차다 31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2 recipe 조리법 32 comfort food
위안을 주는 음식, 편안하

게 해 주는 음식

3 suddenly 갑자기 33 especially 특히

4 the most 가장 34 vegetable 야채, 채소

5 taste 맛이 나다 35 dish 음식

6 maybe 아마도 36 catch a cold 감기에 걸리다

7 angry 화난 37 also 또한

8 have a cold 감기에 걸리다 38 stomach 배, 위

9 visit 방문하다 39 past 과거

10 warm(동사) 따뜻하게 하다 40 think of ~에 대해 생각하다

11 so that ~하기 위해서 41 crisp 바삭거리는, 아삭아삭한

12 bad cold 심한 감기 42 tea (마시는) 차

13 international 국제적인 43 disappear 사라지다

14 every time ~할 때마다 44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15 look like ~인 것처럼 보이다 45 stressed out 스트레스 받는

16 snack 간식 46 right 바로

17 once 과거에, 옛날에 47 differ 다르다

18 bowl 그릇 48 tasty 맛좋은, 맛이 있는

19 slowly 천천히

20 similar 비슷한

21 moment 순간

22 get well 건강해지다, 회복되다

23 become ~가 되다

24 share 공유하다

25 sad 슬픈

26 reader 독자

27 satisfy 만족시키다

28 sea shell 조개껍데기

29 soup 수프

30 letter 편지

중3 동아 윤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