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augh 웃다 31 float 뜨게하다

2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32 in the air 공중에

3 backward 뒤로, 거꾸로 33 magnet 자석

4 research 연구, 조사 34 experience 경험

5 topic 주제 35 a sense of humor 유머 감각

6 enough 충분히, 충분한 36 accept 받아들이다

7 how about ~는 어때? 37 still 여전히

8 award 상(을 주다) 38 economics 경제학

9 discovery 발견 39 invent 발명하다

10 increase 증가시키다 40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11 interest 관심, 흥미 41 run away 도망치다

12 by Ving ~함으로써 42 until ~할 때까지

13 honor 명예, 영예(를 주다) 43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14 the + 형용사 ~한 사람들 44 ceremony 의식, 시상식

15 unusual 특이한 45 a number of 많은

16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46 keep O from Ving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17 present(동사) 주다, 제공하다 47 get bored 지루해지다

18 winner (상의) 수상자 48 speech 연설

19 be filled with ~로 가득차다 49 each 각각

20 be eager to V ~하기를 열망하다 50 repeatedly 반복적으로

21 cheer for 응원하다, 환호하다 51 receive 받다

22 laughable 웃길수 있는 52 trillion 1조

23 U.K. 영국(United Kingdom) 53 worth 가치가 있는

24 navy 해군 54 less than ~이하

25 save 절약하다 55 paper plane 종이 비행기

26 sailor 선원 56 tradition 전통

27 instead of ~대신에

28 bomb 폭탄

29 loud (소리가) 크게

30 succeed in ~에 성공하다

중3 천재 정사열



제 3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augh 31 float

2 happen 32 in the air

3 backward 33 magnet

4 research 34 experience

5 topic 35 a sense of humor

6 enough 36 accept

7 how about 37 still

8 award 38 economics

9 discovery 39 invent

10 increase 40 keep Ving

11 interest 41 run away

12 by Ving 42 until

13 honor 43 not only A but also B

14 the + 형용사 44 ceremony

15 unusual 45 a number of

16 imaginative 46 keep O from Ving

17 present(동사) 47 get bored

18 winner 48 speech

19 be filled with 49 each

20 be eager to V 50 repeatedly

21 cheer for 51 receive

22 laughable 52 trillion

23 U.K. 53 worth

24 navy 54 less than

25 save 55 paper plane

26 sailor 56 tradition

27 instead of

28 bomb

29 loud

30 succeed in

중3 천재 정사열



제 3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unusual 31 instead of

2 how about 32 award

3 U.K. 33 increase

4 economics 34 worth

5 get bored 35 repeatedly

6 ceremony 36 tradition

7 receive 37 succeed in

8 loud 38 magnet

9 until 39 happen

10 sailor 40 less than

11 run away 41 honor

12 bomb 42 the + 형용사

13 trillion 43 interest

14 research 44 imaginative

15 topic 45 a sense of humor

16 speech 46 save

17 in the air 47 float

18 laugh 48 invent

19 still 49 be eager to V

20 by Ving 50 navy

21 keep Ving 51 present(동사)

22 a number of 52 paper plane

23 winner 53 keep O from Ving

24 cheer for 54 laughable

25 enough 55 accept

26 each 56 discovery

27 not only A but also B

28 backward

29 be filled with

30 experience

중3 천재 정사열



제 3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특이한 31 ~대신에

2 ~는 어때? 32 상(을 주다)

3 영국(United Kingdom) 33 증가시키다

4 경제학 34 가치가 있는

5 지루해지다 35 반복적으로

6 의식, 시상식 36 전통

7 받다 37 ~에 성공하다

8 (소리가) 크게 38 자석

9 ~할 때까지 39 일어나다, 발생하다

10 선원 40 ~이하

11 도망치다 41 명예, 영예(를 주다)

12 폭탄 42 ~한 사람들

13 1조 43 관심, 흥미

14 연구, 조사 44 상상력이 풍부한

15 주제 45 유머 감각

16 연설 46 절약하다

17 공중에 47 뜨게하다

18 웃다 48 발명하다

19 여전히 49 ~하기를 열망하다

20 ~함으로써 50 해군

21 계속해서 ~하다 51 주다, 제공하다

22 많은 52 종이 비행기

23 (상의) 수상자 53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24 응원하다, 환호하다 54 웃길수 있는

25 충분히, 충분한 55 받아들이다

26 각각 56 발견

27 A뿐만 아니라 B도

28 뒤로, 거꾸로

29 ~로 가득차다

30 경험

중3 천재 정사열



제 3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unusual 31 instead of

2 how about 32 award

3 U.K. 33 increase

4 economics 34 worth

5 get bored 35 repeatedly

6 의식, 시상식 36 전통

7 받다 37 ~에 성공하다

8 (소리가) 크게 38 자석

9 ~할 때까지 39 일어나다, 발생하다

10 선원 40 ~이하

11 run away 41 honor

12 bomb 42 the + 형용사

13 trillion 43 interest

14 research 44 imaginative

15 topic 45 a sense of humor

16 연설 46 절약하다

17 공중에 47 뜨게하다

18 웃다 48 발명하다

19 여전히 49 ~하기를 열망하다

20 ~함으로써 50 해군

21 keep Ving 51 present(동사)

22 a number of 52 paper plane

23 winner 53 keep O from Ving

24 cheer for 54 laughable

25 enough 55 accept

26 각각 56 발견

27 A뿐만 아니라 B도

28 뒤로, 거꾸로

29 ~로 가득차다

30 경험

중3 천재 정사열



제 3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unusual 특이한 31 instead of ~대신에

2 how about ~는 어때? 32 award 상(을 주다)

3 U.K. 영국(United Kingdom) 33 increase 증가시키다

4 economics 경제학 34 worth 가치가 있는

5 get bored 지루해지다 35 repeatedly 반복적으로

6 ceremony 의식, 시상식 36 tradition 전통

7 receive 받다 37 succeed in ~에 성공하다

8 loud (소리가) 크게 38 magnet 자석

9 until ~할 때까지 39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10 sailor 선원 40 less than ~이하

11 run away 도망치다 41 honor 명예, 영예(를 주다)

12 bomb 폭탄 42 the + 형용사 ~한 사람들

13 trillion 1조 43 interest 관심, 흥미

14 research 연구, 조사 44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15 topic 주제 45 a sense of humor 유머 감각

16 speech 연설 46 save 절약하다

17 in the air 공중에 47 float 뜨게하다

18 laugh 웃다 48 invent 발명하다

19 still 여전히 49 be eager to V ~하기를 열망하다

20 by Ving ~함으로써 50 navy 해군

21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51 present(동사) 주다, 제공하다

22 a number of 많은 52 paper plane 종이 비행기

23 winner (상의) 수상자 53 keep O from Ving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24 cheer for 응원하다, 환호하다 54 laughable 웃길수 있는

25 enough 충분히, 충분한 55 accept 받아들이다

26 each 각각 56 discovery 발견

27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28 backward 뒤로, 거꾸로

29 be filled with ~로 가득차다

30 experience 경험

중3 천재 정사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