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xpress 표현하다 31 letter 글자

2 text 글 32 symbol 상징

3 laughter 웃음 33 facial expression 얼굴표정

4 laugh out loud 크게 웃다(LOL) 34 visually 시각적으로

5 writing 글 35 these days 요즘

6 such as ~와 같은 36 joy 즐거움

7 conversation 대화 37 lots of 많은

8 form(명사) 형태 38 available 이용가능한

9 actually 사실 39 various 다양한

10 since ~이후로 40 cupboard 찬장

11 work(명사) 작품 41 break wind 방귀를 뀌다

12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42 loud (소리가) 큰

13 Act (연극에서) 막 43 realize 깨닫다

14 Scene (연극에서) 장 44 mark(명사) 표시

15 another 또 다른 45 deliver 전달하다

16 stand for ~을 상징하다 46 by Ving ~함으로써

17 quite 꽤, 상당히 47 care for 좋아하다

18 roll 구르다 48 명령문 ~, and ~해라, 그러면 ~

19 floor 바닥

20 expression 표현

21 become ~가 되다

22 popular 인기있는, 유명한

23 type 타이핑하다, 글자를 치다

24 safe 안전한

25 make sure 확실히 하다

26 miss 그리워하다

27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28 represent 나타내다, 표시하다

29 tightly 꽉, 단단히

30 emoticon 이모티콘

중3 천재 정사열



제 1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xpress 31 letter

2 text 32 symbol

3 laughter 33 facial expression

4 laugh out loud 34 visually

5 writing 35 these days

6 such as 36 joy

7 conversation 37 lots of

8 form(명사) 38 available

9 actually 39 various

10 since 40 cupboard

11 work(명사) 41 break wind

12 happen 42 loud

13 Act 43 realize

14 Scene 44 mark(명사)

15 another 45 deliver

16 stand for 46 by Ving

17 quite 47 care for

18 roll 48 명령문 ~, and

19 floor

20 expression

21 become

22 popular

23 type

24 safe

25 make sure

26 miss

27 try to V

28 represent

29 tightly

30 emoticon

중3 천재 정사열



제 1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uch as 31 form(명사)

2 visually 32 these days

3 miss 33 stand for

4 break wind 34 laughter

5 text 35 symbol

6 Act 36 care for

7 become 37 expression

8 available 38 popular

9 work(명사) 39 another

10 happen 40 laugh out loud

11 represent 41 Scene

12 quite 42 mark(명사)

13 roll 43 facial expression

14 lots of 44 joy

15 cupboard 45 deliver

16 letter 46 try to V

17 emoticon 47 명령문 ~, and

18 various 48 conversation

19 realize

20 make sure

21 writing

22 tightly

23 type

24 since

25 by Ving

26 loud

27 floor

28 actually

29 safe

30 express

중3 천재 정사열



제 1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와 같은 31 형태

2 시각적으로 32 요즘

3 그리워하다 33 ~을 상징하다

4 방귀를 뀌다 34 웃음

5 글 35 상징

6 (연극에서) 막 36 좋아하다

7 ~가 되다 37 표현

8 이용가능한 38 인기있는, 유명한

9 작품 39 또 다른

10 일어나다, 발생하다 40 크게 웃다(LOL)

11 나타내다, 표시하다 41 (연극에서) 장

12 꽤, 상당히 42 표시

13 구르다 43 얼굴표정

14 많은 44 즐거움

15 찬장 45 전달하다

16 글자 46 ~하려고 노력하다

17 이모티콘 47 ~해라, 그러면 ~

18 다양한 48 대화

19 깨닫다

20 확실히 하다

21 글

22 꽉, 단단히

23 타이핑하다, 글자를 치다

24 ~이후로

25 ~함으로써

26 (소리가) 큰

27 바닥

28 사실

29 안전한

30 표현하다

중3 천재 정사열



제 1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uch as 31 form(명사)

2 visually 32 these days

3 miss 33 stand for

4 break wind 34 laughter

5 text 35 symbol

6 (연극에서) 막 36 좋아하다

7 ~가 되다 37 표현

8 이용가능한 38 인기있는, 유명한

9 작품 39 또 다른

10 일어나다, 발생하다 40 크게 웃다(LOL)

11 represent 41 Scene

12 quite 42 mark(명사)

13 roll 43 facial expression

14 lots of 44 joy

15 cupboard 45 deliver

16 글자 46 ~하려고 노력하다

17 이모티콘 47 ~해라, 그러면 ~

18 다양한 48 대화

19 깨닫다

20 확실히 하다

21 writing

22 tightly

23 type

24 since

25 by Ving

26 (소리가) 큰

27 바닥

28 사실

29 안전한

30 표현하다

중3 천재 정사열



제 1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uch as ~와 같은 31 form(명사) 형태

2 visually 시각적으로 32 these days 요즘

3 miss 그리워하다 33 stand for ~을 상징하다

4 break wind 방귀를 뀌다 34 laughter 웃음

5 text 글 35 symbol 상징

6 Act (연극에서) 막 36 care for 좋아하다

7 become ~가 되다 37 expression 표현

8 available 이용가능한 38 popular 인기있는, 유명한

9 work(명사) 작품 39 another 또 다른

10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40 laugh out loud 크게 웃다(LOL)

11 represent 나타내다, 표시하다 41 Scene (연극에서) 장

12 quite 꽤, 상당히 42 mark(명사) 표시

13 roll 구르다 43 facial expression 얼굴표정

14 lots of 많은 44 joy 즐거움

15 cupboard 찬장 45 deliver 전달하다

16 letter 글자 46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17 emoticon 이모티콘 47 명령문 ~, and ~해라, 그러면 ~

18 various 다양한 48 conversation 대화

19 realize 깨닫다

20 make sure 확실히 하다

21 writing 글

22 tightly 꽉, 단단히

23 type 타이핑하다, 글자를 치다

24 since ~이후로

25 by Ving ~함으로써

26 loud (소리가) 큰

27 floor 바닥

28 actually 사실

29 safe 안전한

30 express 표현하다

중3 천재 정사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