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lorist
플로리스트(꽃으로 아름다

운 것들을 만드는 사람)
31 orchestra 오케스트라

2 become ~가 되다 32 performance 공연

3 attend
(학교 등에) 다니다, 출석하

다
33 conduct 지휘하다

4 gardener 정원사 34 responsibility 책임

5 how to V ~하는 방법 35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6 care for 돌보다 36 every time 매번, 항상

7 these days 요즘 37 direct(동사) 지시하다, 감독하다

8 movit set 영화 촬영장 38 wave (손을) 흔들다

9 decorate 장식하다 39 ocean 해양, 바다

10 fresh 신선한 40 field 분야

11 greenery 녹색 식물, 화초 41 include 포함하다

12 highly 아주, 매우 42 creature 생물

13 recommend 추천하다 43 among ~중에서

14 analyst 분석가 44 near ~근처에

15 sound like ~처럼 들리다 45 growth ring 나이테

16 in fact 사실 46 interest(동사) 흥미를 끌다

17 recorded 녹화된 47 by Ving ~함으로써

18 collect 모으다, 수집하다 48 look at ~을 보다

19 analyze 분석하다 49 find out 찾아내다, 알아내다

20 strength 힘, 강점 50 be used to V ~하는데 사용되다

21 weakness 약점 51 resource 자원

22 all the time 항상 52 manage 관리하다

23 hobby 취미

24 director 감독

25 audition(동사) 오디션을 하다

26 look for 찾다

27 select 선택하다

28 cast 배역

29 each 각각의

30 scene 장면

중3 YBM 박준언



제 3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lorist 31 orchestra

2 become 32 performance

3 attend 33 conduct

4 gardener 34 responsibility

5 how to V 35 the same way

6 care for 36 every time

7 these days 37 direct(동사)

8 movit set 38 wave

9 decorate 39 ocean

10 fresh 40 field

11 greenery 41 include

12 highly 42 creature

13 recommend 43 among

14 analyst 44 near

15 sound like 45 growth ring

16 in fact 46 interest(동사)

17 recorded 47 by Ving

18 collect 48 look at

19 analyze 49 find out

20 strength 50 be used to V

21 weakness 51 resource

22 all the time 52 manage

23 hobby

24 director

25 audition(동사)

26 look for

27 select

28 cast

29 each

30 scene

중3 YBM 박준언



제 3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corded 31 weakness

2 florist 32 cast

3 select 33 among

4 creature 34 find out

5 recommend 35 conduct

6 manage 36 decorate

7 be used to V 37 strength

8 greenery 38 how to V

9 performance 39 hobby

10 near 40 movit set

11 scene 41 include

12 audition(동사) 42 the same way

13 care for 43 gardener

14 growth ring 44 responsibility

15 direct(동사) 45 each

16 these days 46 by Ving

17 analyst 47 fresh

18 sound like 48 analyze

19 look at 49 wave

20 highly 50 orchestra

21 collect 51 look for

22 interest(동사) 52 all the time

23 attend

24 in fact

25 every time

26 resource

27 become

28 ocean

29 director

30 field

중3 YBM 박준언



제 3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녹화된 31 약점

2
플로리스트(꽃으로 아름다

운 것들을 만드는 사람)
32 배역

3 선택하다 33 ~중에서

4 생물 34 찾아내다, 알아내다

5 추천하다 35 지휘하다

6 관리하다 36 장식하다

7 ~하는데 사용되다 37 힘, 강점

8 녹색 식물, 화초 38 ~하는 방법

9 공연 39 취미

10 ~근처에 40 영화 촬영장

11 장면 41 포함하다

12 오디션을 하다 42 똑같은 방식으로

13 돌보다 43 정원사

14 나이테 44 책임

15 지시하다, 감독하다 45 각각의

16 요즘 46 ~함으로써

17 분석가 47 신선한

18 ~처럼 들리다 48 분석하다

19 ~을 보다 49 (손을) 흔들다

20 아주, 매우 50 오케스트라

21 모으다, 수집하다 51 찾다

22 흥미를 끌다 52 항상

23
(학교 등에) 다니다, 출석하

다

24 사실

25 매번, 항상

26 자원

27 ~가 되다

28 해양, 바다

29 감독

30 분야

중3 YBM 박준언



제 3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corded 31 weakness

2 florist 32 cast

3 select 33 among

4 creature 34 find out

5 recommend 35 conduct

6 관리하다 36 장식하다

7 ~하는데 사용되다 37 힘, 강점

8 녹색 식물, 화초 38 ~하는 방법

9 공연 39 취미

10 ~근처에 40 영화 촬영장

11 scene 41 include

12 audition(동사) 42 the same way

13 care for 43 gardener

14 growth ring 44 responsibility

15 direct(동사) 45 each

16 요즘 46 ~함으로써

17 분석가 47 신선한

18 ~처럼 들리다 48 분석하다

19 ~을 보다 49 (손을) 흔들다

20 아주, 매우 50 오케스트라

21 collect 51 look for

22 interest(동사) 52 all the time

23 attend

24 in fact

25 every time

26 자원

27 ~가 되다

28 해양, 바다

29 감독

30 분야

중3 YBM 박준언



제 3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corded 녹화된 31 weakness 약점

2 florist
플로리스트(꽃으로 아름다

운 것들을 만드는 사람)
32 cast 배역

3 select 선택하다 33 among ~중에서

4 creature 생물 34 find out 찾아내다, 알아내다

5 recommend 추천하다 35 conduct 지휘하다

6 manage 관리하다 36 decorate 장식하다

7 be used to V ~하는데 사용되다 37 strength 힘, 강점

8 greenery 녹색 식물, 화초 38 how to V ~하는 방법

9 performance 공연 39 hobby 취미

10 near ~근처에 40 movit set 영화 촬영장

11 scene 장면 41 include 포함하다

12 audition(동사) 오디션을 하다 42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13 care for 돌보다 43 gardener 정원사

14 growth ring 나이테 44 responsibility 책임

15 direct(동사) 지시하다, 감독하다 45 each 각각의

16 these days 요즘 46 by Ving ~함으로써

17 analyst 분석가 47 fresh 신선한

18 sound like ~처럼 들리다 48 analyze 분석하다

19 look at ~을 보다 49 wave (손을) 흔들다

20 highly 아주, 매우 50 orchestra 오케스트라

21 collect 모으다, 수집하다 51 look for 찾다

22 interest(동사) 흥미를 끌다 52 all the time 항상

23 attend
(학교 등에) 다니다, 출석하

다

24 in fact 사실

25 every time 매번, 항상

26 resource 자원

27 become ~가 되다

28 ocean 해양, 바다

29 director 감독

30 field 분야

중3 YBM 박준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