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green thumb 원예의 재능(있는 사람) 31 sweaty 땀을 흘리는

2 complain 불평하다 32 waste 쓰레기

3 whole 전체의 33 pull 뽑다

4 neighborhood 이웃 34 dust 먼지

5 far (비교급 강조) 훨씬 35 sneeze 재채기하다

6 place 장소 36 had to V
(must의 과거) ~해야만 했

었다

7 ugly 볼품 없는, 못생긴 37 admit 인정하다

8 empty 빈, 비어 있는 38 toughest 가장 힘든

9 lot 지역, 부지, 땅 39 weekend 주말

10 across from ~로부터 건너편에 있는 40 row 열, 줄

11 be full of ~로 가득차다 41 plant(동사) (식물 등을) 심다

12 wild plants 야생 식물, 잡초 42 vegetable 야채, 채소

13 wrap(명사) 포장지 43 seed 씨앗

14 broken 깨진 44 water(동사) 물을 주다

15 trash 쓰레기 45 stop Ving ~하던 것을 멈추다

16 imagine 상상하다 46 pop up 불쑥 나오다

17 I bet 나는 확신한다 47 lettuce 상추

18 there is(are) ~가 있다 48 bean 콩(류)

19 ready to V ~할 준비가 된 49 grow 자라다

20 clean up 청소하다 50 inch 인치(2,54 센티미터)

21 awful 끔찍한 51 double(동사) 두 배가 되다

22 mess 엉망인 상태 52 a few 몇몇의

23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53 sight 광경

24 garden 정원 54 suddenly 갑자기

25 wonder 궁금해하다 55 proud 자랑스러운

26 divide 나누다 56 be in charge of 책임을 맡다

27 part 부분 57 nursing home 양로원

28 string 끈, 줄 58 even (비교급 강조) 훨씬

29 assign 할당하다, 배정하다

30 each 각각의

중3 천재 정사열



제 2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green thumb 31 sweaty

2 complain 32 waste

3 whole 33 pull

4 neighborhood 34 dust

5 far 35 sneeze

6 place 36 had to V

7 ugly 37 admit

8 empty 38 toughest

9 lot 39 weekend

10 across from 40 row

11 be full of 41 plant(동사)

12 wild plants 42 vegetable

13 wrap(명사) 43 seed

14 broken 44 water(동사)

15 trash 45 stop Ving

16 imagine 46 pop up

17 I bet 47 lettuce

18 there is(are) 48 bean

19 ready to V 49 grow

20 clean up 50 inch

21 awful 51 double(동사)

22 mess 52 a few

23 turn A into B 53 sight

24 garden 54 suddenly

25 wonder 55 proud

26 divide 56 be in charge of

27 part 57 nursing home

28 string 58 even

29 assign

30 each

중3 천재 정사열



제 2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ean 31 vegetable

2 proud 32 sight

3 toughest 33 ready to V

4 lot 34 plant(동사)

5 garden 35 sneeze

6 green thumb 36 lettuce

7 grow 37 I bet

8 awful 38 double(동사)

9 be full of 39 there is(are)

10 far 40 seed

11 sweaty 41 assign

12 dust 42 mess

13 water(동사) 43 complain

14 nursing home 44 wild plants

15 broken 45 waste

16 had to V 46 place

17 be in charge of 47 admit

18 divide 48 stop Ving

19 part 49 a few

20 pop up 50 weekend

21 imagine 51 trash

22 row 52 string

23 empty 53 turn A into B

24 wrap(명사) 54 pull

25 inch 55 neighborhood

26 ugly 56 suddenly

27 whole 57 even

28 each 58 wonder

29 clean up

30 across from

중3 천재 정사열



제 2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콩(류) 31 야채, 채소

2 자랑스러운 32 광경

3 가장 힘든 33 ~할 준비가 된

4 지역, 부지, 땅 34 (식물 등을) 심다

5 정원 35 재채기하다

6 원예의 재능(있는 사람) 36 상추

7 자라다 37 나는 확신한다

8 끔찍한 38 두 배가 되다

9 ~로 가득차다 39 ~가 있다

10 (비교급 강조) 훨씬 40 씨앗

11 땀을 흘리는 41 할당하다, 배정하다

12 먼지 42 엉망인 상태

13 물을 주다 43 불평하다

14 양로원 44 야생 식물, 잡초

15 깨진 45 쓰레기

16
(must의 과거) ~해야만 했

었다
46 장소

17 책임을 맡다 47 인정하다

18 나누다 48 ~하던 것을 멈추다

19 부분 49 몇몇의

20 불쑥 나오다 50 주말

21 상상하다 51 쓰레기

22 열, 줄 52 끈, 줄

23 빈, 비어 있는 53 A를 B로 바꾸다

24 포장지 54 뽑다

25 인치(2,54 센티미터) 55 이웃

26 볼품 없는, 못생긴 56 갑자기

27 전체의 57 (비교급 강조) 훨씬

28 각각의 58 궁금해하다

29 청소하다

30 ~로부터 건너편에 있는

중3 천재 정사열



제 2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ean 31 vegetable

2 proud 32 sight

3 toughest 33 ready to V

4 lot 34 plant(동사)

5 garden 35 sneeze

6 원예의 재능(있는 사람) 36 상추

7 자라다 37 나는 확신한다

8 끔찍한 38 두 배가 되다

9 ~로 가득차다 39 ~가 있다

10 (비교급 강조) 훨씬 40 씨앗

11 sweaty 41 assign

12 dust 42 mess

13 water(동사) 43 complain

14 nursing home 44 wild plants

15 broken 45 waste

16
(must의 과거) ~해야만 했

었다
46 장소

17 책임을 맡다 47 인정하다

18 나누다 48 ~하던 것을 멈추다

19 부분 49 몇몇의

20 불쑥 나오다 50 주말

21 imagine 51 trash

22 row 52 string

23 empty 53 turn A into B

24 wrap(명사) 54 pull

25 inch 55 neighborhood

26 볼품 없는, 못생긴 56 갑자기

27 전체의 57 (비교급 강조) 훨씬

28 각각의 58 궁금해하다

29 청소하다

30 ~로부터 건너편에 있는

중3 천재 정사열



제 2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ean 콩(류) 31 vegetable 야채, 채소

2 proud 자랑스러운 32 sight 광경

3 toughest 가장 힘든 33 ready to V ~할 준비가 된

4 lot 지역, 부지, 땅 34 plant(동사) (식물 등을) 심다

5 garden 정원 35 sneeze 재채기하다

6 green thumb 원예의 재능(있는 사람) 36 lettuce 상추

7 grow 자라다 37 I bet 나는 확신한다

8 awful 끔찍한 38 double(동사) 두 배가 되다

9 be full of ~로 가득차다 39 there is(are) ~가 있다

10 far (비교급 강조) 훨씬 40 seed 씨앗

11 sweaty 땀을 흘리는 41 assign 할당하다, 배정하다

12 dust 먼지 42 mess 엉망인 상태

13 water(동사) 물을 주다 43 complain 불평하다

14 nursing home 양로원 44 wild plants 야생 식물, 잡초

15 broken 깨진 45 waste 쓰레기

16 had to V
(must의 과거) ~해야만 했

었다
46 place 장소

17 be in charge of 책임을 맡다 47 admit 인정하다

18 divide 나누다 48 stop Ving ~하던 것을 멈추다

19 part 부분 49 a few 몇몇의

20 pop up 불쑥 나오다 50 weekend 주말

21 imagine 상상하다 51 trash 쓰레기

22 row 열, 줄 52 string 끈, 줄

23 empty 빈, 비어 있는 53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24 wrap(명사) 포장지 54 pull 뽑다

25 inch 인치(2,54 센티미터) 55 neighborhood 이웃

26 ugly 볼품 없는, 못생긴 56 suddenly 갑자기

27 whole 전체의 57 even (비교급 강조) 훨씬

28 each 각각의 58 wonder 궁금해하다

29 clean up 청소하다

30 across from ~로부터 건너편에 있는

중3 천재 정사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