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xperience 경험(하다) 31 why don't you ~하는 게 어때?

2 difference 다른점, 차이 32 try 시도하다

3 since ~이후로; 왜냐하면 33 elderly 연세가 드신

4 move 이사하다 34 delicious 맛있는

5 cultural 문화적인 35 negative question 부정 의문문

6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36 such as ~와 같은

7 would like to V ~하고 싶다 37 correctly 정확하게

8 share 공유하다 38 advice 충고, 조언

9 expensive 비싼 39 in response to ~에 대한 대답으로

10 agree 동의하다 40 positive question 긍정 의문문

11 price tag 가격표 41 get used to + 명사 ~에 익숙해지다

12 state (미국의) 주

13 tax 세금

14 goods 상품

15 sales tax 판매세

16 rate 비율

17 differ 다르다

18 range(동사) 범위에 이르다

19 less than ~이하

20 from A to B A에서 B까지

21 more than ~이상

22 usually 보통, 대개

23 meal 식사

24 wave (손을) 흔들다

25 greet 인사하다

26 each other 서로서로

27 by Ving ~함으로써

28 regard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29 rude 무례한

30 uncomfortable 불편한

중3 YBM 박준언



제 2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xperience 31 why don't you

2 difference 32 try

3 since 33 elderly

4 move 34 delicious

5 cultural 35 negative question

6 between A and B 36 such as

7 would like to V 37 correctly

8 share 38 advice

9 expensive 39 in response to

10 agree 40 positive question

11 price tag 41 get used to + 명사

12 state

13 tax

14 goods

15 sales tax

16 rate

17 differ

18 range(동사)

19 less than

20 from A to B

21 more than

22 usually

23 meal

24 wave

25 greet

26 each other

27 by Ving

28 regard A as B

29 rude

30 uncomfortable

중3 YBM 박준언



제 2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lderly 31 tax

2 range(동사) 32 greet

3 such as 33 rude

4 try 34 since

5 regard A as B 35 from A to B

6 expensive 36 more than

7 sales tax 37 each other

8 would like to V 38 share

9 correctly 39 less than

10 advice 40 cultural

11 delicious 41 between A and B

12 goods

13 positive question

14 rate

15 usually

16 negative question

17 meal

18 experience

19 differ

20 in response to

21 state

22 wave

23 difference

24 get used to + 명사

25 uncomfortable

26 move

27 by Ving

28 why don't you

29 agree

30 price tag

중3 YBM 박준언



제 2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연세가 드신 31 세금

2 범위에 이르다 32 인사하다

3 ~와 같은 33 무례한

4 시도하다 34 ~이후로; 왜냐하면

5 A를 B로 간주하다 35 A에서 B까지

6 비싼 36 ~이상

7 판매세 37 서로서로

8 ~하고 싶다 38 공유하다

9 정확하게 39 ~이하

10 충고, 조언 40 문화적인

11 맛있는 41 A와 B 사이에

12 상품

13 긍정 의문문

14 비율

15 보통, 대개

16 부정 의문문

17 식사

18 경험(하다)

19 다르다

20 ~에 대한 대답으로

21 (미국의) 주

22 (손을) 흔들다

23 다른점, 차이

24 ~에 익숙해지다

25 불편한

26 이사하다

27 ~함으로써

28 ~하는 게 어때?

29 동의하다

30 가격표

중3 YBM 박준언



제 2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lderly 31 tax

2 range(동사) 32 greet

3 such as 33 rude

4 try 34 since

5 regard A as B 35 from A to B

6 비싼 36 ~이상

7 판매세 37 서로서로

8 ~하고 싶다 38 공유하다

9 정확하게 39 ~이하

10 충고, 조언 40 문화적인

11 delicious 41 between A and B

12 goods

13 positive question

14 rate

15 usually

16 부정 의문문

17 식사

18 경험(하다)

19 다르다

20 ~에 대한 대답으로

21 state

22 wave

23 difference

24 get used to + 명사

25 uncomfortable

26 이사하다

27 ~함으로써

28 ~하는 게 어때?

29 동의하다

30 가격표

중3 YBM 박준언



제 2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lderly 연세가 드신 31 tax 세금

2 range(동사) 범위에 이르다 32 greet 인사하다

3 such as ~와 같은 33 rude 무례한

4 try 시도하다 34 since ~이후로; 왜냐하면

5 regard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35 from A to B A에서 B까지

6 expensive 비싼 36 more than ~이상

7 sales tax 판매세 37 each other 서로서로

8 would like to V ~하고 싶다 38 share 공유하다

9 correctly 정확하게 39 less than ~이하

10 advice 충고, 조언 40 cultural 문화적인

11 delicious 맛있는 41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12 goods 상품

13 positive question 긍정 의문문

14 rate 비율

15 usually 보통, 대개

16 negative question 부정 의문문

17 meal 식사

18 experience 경험(하다)

19 differ 다르다

20 in response to ~에 대한 대답으로

21 state (미국의) 주

22 wave (손을) 흔들다

23 difference 다른점, 차이

24 get used to + 명사 ~에 익숙해지다

25 uncomfortable 불편한

26 move 이사하다

27 by Ving ~함으로써

28 why don't you ~하는 게 어때?

29 agree 동의하다

30 price tag 가격표

중3 YBM 박준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