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ake care of ~를 돌보다 31 in addition 게다가

2 beneficial 이익이 되는 32 lower(동사) 낮추다

3 diet 음식, 식단 33 risk 위험

4 contain 포함하다 34 disease 질병

5 a variety of 다양한 35 shape 모양

6 healthy 건강한 36 walnut 호두

7 sometimes 때때로 37 notice 알아차리다

8 sure 확신하는 38 divide 나누다

9 be good for ~에 좋다 39 wrinkle 주름

10 body parts 신체 부위 40 active 활동적인

11 nature 자연 41 prevent 막다, 예방하다

12 however 그러나 42 Alzheimer's disease 알츠하이머병

13 clue 단서, 실마리 43 vitamin 비타민

14 the following 뒤에 나오는 44 vision 시력

15 example 예 45 process(동사) 처리하다

16 each 각각의 46 clear 명확한, 분명한

17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47 onion 양파

18 look like ~인 것처럼 보이다 48 try Ving (시험삼아) 해보다

19 certain 어떤, 특정한 49 anyway 어쨌든

20 slice 조각; 얇게 자르다 50 a little 약간

21 compare A with B A와 B를 비교하다 51 cell 세포

22 heart 심장 52 ginger 생강

23 similar 비슷한 53 come to mind (마음 속에) 떠 오르다

24 both 둘 다 54 stomach 위, 위장

25 multiple 여러 개의 55 taste 맛

26 hollow (속이) 빈 56 prevent O from Ving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27 space 공간 57 throw up 구토하다

28 researcher 조사자 58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로

29 chemical(명사) 화학물질 59 mirror(동사)
(거울처럼) 잘 보여주다, 반

영하다

30 blood 피 60 interestingly 흥미있게도, 재미있게도

중3 능률 김성곤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there is(are) ~가 있다

62 such 그러한

63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중3 능률 김성곤



제 2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ake care of 31 in addition

2 beneficial 32 lower(동사)

3 diet 33 risk

4 contain 34 disease

5 a variety of 35 shape

6 healthy 36 walnut

7 sometimes 37 notice

8 sure 38 divide

9 be good for 39 wrinkle

10 body parts 40 active

11 nature 41 prevent

12 however 42 Alzheimer's disease

13 clue 43 vitamin

14 the following 44 vision

15 example 45 process(동사)

16 each 46 clear

17 not only A but also B 47 onion

18 look like 48 try Ving

19 certain 49 anyway

20 slice 50 a little

21 compare A with B 51 cell

22 heart 52 ginger

23 similar 53 come to mind

24 both 54 stomach

25 multiple 55 taste

26 hollow 56 prevent O from Ving

27 space 57 throw up

28 researcher 58 for this reason

29 chemical(명사) 59 mirror(동사)

30 blood 60 interestingly

중3 능률 김성곤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there is(are)

62 such

63 try to V

중3 능률 김성곤



제 2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ry Ving 31 the following

2 chemical(명사) 32 stomach

3 not only A but also B 33 interestingly

4 notice 34 compare A with B

5 walnut 35 researcher

6 blood 36 similar

7 slice 37 both

8 in addition 38 look like

9 take care of 39 cell

10 onion 40 nature

11 vision 41 space

12 sure 42 shape

13 lower(동사) 43 beneficial

14 there is(are) 44 body parts

15 disease 45 active

16 prevent O from Ving 46 a variety of

17 taste 47 example

18 be good for 48 healthy

19 wrinkle 49 each

20 contain 50 Alzheimer's disease

21 mirror(동사) 51 ginger

22 multiple 52 anyway

23 throw up 53 sometimes

24 vitamin 54 clear

25 diet 55 risk

26 certain 56 a little

27 such 57 prevent

28 divide 58 try to V

29 clue 59 come to mind

30 hollow 60 however

중3 능률 김성곤



제 2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시험삼아) 해보다 31 뒤에 나오는

2 화학물질 32 위, 위장

3 A뿐만 아니라 B도 33 흥미있게도, 재미있게도

4 알아차리다 34 A와 B를 비교하다

5 호두 35 조사자

6 피 36 비슷한

7 조각; 얇게 자르다 37 둘 다

8 게다가 38 ~인 것처럼 보이다

9 ~를 돌보다 39 세포

10 양파 40 자연

11 시력 41 공간

12 확신하는 42 모양

13 낮추다 43 이익이 되는

14 ~가 있다 44 신체 부위

15 질병 45 활동적인

16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46 다양한

17 맛 47 예

18 ~에 좋다 48 건강한

19 주름 49 각각의

20 포함하다 50 알츠하이머병

21
(거울처럼) 잘 보여주다, 반

영하다
51 생강

22 여러 개의 52 어쨌든

23 구토하다 53 때때로

24 비타민 54 명확한, 분명한

25 음식, 식단 55 위험

26 어떤, 특정한 56 약간

27 그러한 57 막다, 예방하다

28 나누다 58 ~하려고 노력하다

29 단서, 실마리 59 (마음 속에) 떠 오르다

30 (속이) 빈 60 그러나

중3 능률 김성곤



제 2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ry Ving 31 the following

2 chemical(명사) 32 stomach

3 not only A but also B 33 interestingly

4 notice 34 compare A with B

5 walnut 35 researcher

6 피 36 비슷한

7 조각; 얇게 자르다 37 둘 다

8 게다가 38 ~인 것처럼 보이다

9 ~를 돌보다 39 세포

10 양파 40 자연

11 vision 41 space

12 sure 42 shape

13 lower(동사) 43 beneficial

14 there is(are) 44 body parts

15 disease 45 active

16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46 다양한

17 맛 47 예

18 ~에 좋다 48 건강한

19 주름 49 각각의

20 포함하다 50 알츠하이머병

21 mirror(동사) 51 ginger

22 multiple 52 anyway

23 throw up 53 sometimes

24 vitamin 54 clear

25 diet 55 risk

26 어떤, 특정한 56 약간

27 그러한 57 막다, 예방하다

28 나누다 58 ~하려고 노력하다

29 단서, 실마리 59 (마음 속에) 떠 오르다

30 (속이) 빈 60 그러나

중3 능률 김성곤



제 2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try Ving (시험삼아) 해보다 31 the following 뒤에 나오는

2 chemical(명사) 화학물질 32 stomach 위, 위장

3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33 interestingly 흥미있게도, 재미있게도

4 notice 알아차리다 34 compare A with B A와 B를 비교하다

5 walnut 호두 35 researcher 조사자

6 blood 피 36 similar 비슷한

7 slice 조각; 얇게 자르다 37 both 둘 다

8 in addition 게다가 38 look like ~인 것처럼 보이다

9 take care of ~를 돌보다 39 cell 세포

10 onion 양파 40 nature 자연

11 vision 시력 41 space 공간

12 sure 확신하는 42 shape 모양

13 lower(동사) 낮추다 43 beneficial 이익이 되는

14 there is(are) ~가 있다 44 body parts 신체 부위

15 disease 질병 45 active 활동적인

16 prevent O from Ving 목적어가 ~하는 것을 막다 46 a variety of 다양한

17 taste 맛 47 example 예

18 be good for ~에 좋다 48 healthy 건강한

19 wrinkle 주름 49 each 각각의

20 contain 포함하다 50 Alzheimer's disease 알츠하이머병

21 mirror(동사)
(거울처럼) 잘 보여주다, 반

영하다
51 ginger 생강

22 multiple 여러 개의 52 anyway 어쨌든

23 throw up 구토하다 53 sometimes 때때로

24 vitamin 비타민 54 clear 명확한, 분명한

25 diet 음식, 식단 55 risk 위험

26 certain 어떤, 특정한 56 a little 약간

27 such 그러한 57 prevent 막다, 예방하다

28 divide 나누다 58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29 clue 단서, 실마리 59 come to mind (마음 속에) 떠 오르다

30 hollow (속이) 빈 60 however 그러나

중3 능률 김성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