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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테스트 문제지(뜻 적기)

단  어 뜻 단  어 뜻
1 pimple 26 still
2 bother 27 be difficult for
3 anyway 28 strong
4 bet 29 cute
5 cool 30 ride
6 lucky 31 by the way
7 family 32 finish
8 spend 33
9 keep in touch with 34
10 believe 35
11 promise 36
12 habit 37
13 early bird 38
14 marry 39
15 go to bed 40
16 after school 41
17 healthy 42
18 future 43
19 ourselves 44
20 African 45
21 make a friend 46
22 climb 47
23 take a picture 48
24 loving 49
25 lik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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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어 뜻 단  어 뜻
1 여드름 26 아직, 여전히
2 괴롭히다 27 ...에게 어렵다
3 어쨌든 28 강한
4 (...이) 틀림없다 29 귀여운
5 멋진 30 타다
6 운이 좋은, 행운의 31 그런데, 그건 그렇고
7 가족 32 끝마치다
8 (시간을) 보내다 33
9 ...와 연락을 유지하다 34
10 믿다 35
11 약속 36
12 습관 37
13 일찍 일어나는 사람 38
14 결혼하다 39
15 잠자리에 들다 40
16 방과 후에 41
17 건강한, 건강에 좋은 42
18 미래 43
19 우리 자신 44
20 아프리카의 45
21 친구를 사귀다 46
22 오르다 47
23 사진을 찍다 48
24 애정 어린, 다정한 49
25 ...와 같이, ...처럼 50

어휘 테스트 문제지(철자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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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테스트 정답지

단  어 뜻 단  어 뜻
1 pimple 여드름 26 still 아직, 여전히
2 bother 괴롭히다 27 be difficult for ...에게 어렵다
3 anyway 어쨌든 28 strong 강한
4 bet (...이) 틀림없다 29 cute 귀여운
5 cool 멋진 30 ride 타다
6 lucky 운이 좋은, 행운의 31 by the way 그런데, 그건 그렇고
7 family 가족 32 finish 끝마치다
8 spend (시간을) 보내다 33
9 keep in touch with ...와 연락을 유지하다 34
10 believe 믿다 35
11 promise 약속 36
12 habit 습관 37
13 early bird 일찍 일어나는 사람 38
14 marry 결혼하다 39
15 go to bed 잠자리에 들다 40
16 after school 방과 후에 41
17 healthy 건강한, 건강에 좋은 42
18 future 미래 43
19 ourselves 우리 자신 44
20 African 아프리카의 45
21 make a friend 친구를 사귀다 46
22 climb 오르다 47
23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 48
24 loving 애정 어린, 다정한 49
25 like ...와 같이, ...처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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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줄 해석

1. Today's homework was very interesting.
오늘의 숙제는 매우 흥미로웠다.

2. I wrote a letter to myself in the future.
나는 미래의 나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

3. Dear Future Siwon, Hi! I often think 
about you.
미래의 시원이에게, 안녕! 나는 자주 너에 대해 생
각해.

4. What do you do?
네 직업은 뭐니?

5. You have a child, don't you?
너는 아이가 있지, 그렇지 않니?

6. Is taking pictures still your favorite 
hobby?
사진 찍기가 여전히 네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니?

7. What do you look like?
너는 어떻게 생겼니?

8. You don't have pimples, do you?
너는 여드름이 없지, 그렇지?

9. Please say "no." They are bothering me 
now.
제발 ‘없다’라고 말해 줘. 여드름이 지금 나를 괴롭
히고 있거든.

10. Anyway, I bet you are cool now, right? 
Haha!
어쨌든, 너는 지금 분명 멋질 거야, 맞지? 하하!

11. I think I am a lucky boy.
나는 내가 운이 좋은 소년이라고 생각해.

12. You know why, don't you?
왜 그런지 너는 알고 있지, 그렇지 않니?

13. I have a loving family and friends.
나는 다정한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 

14. My dad spends a lot of time with me.
나의 아빠는 많은 시간을 나와 같이 보내셔.

15. We enjoy playing basketball together.
우리는 함께 농구하는 것을 즐겨.

16. We talk a lot and he always listens to 
me.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분은 항상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셔.

17. I hope you are a good dad like my dad.
나는 네가 나의 아빠처럼 좋은 아빠이기를 바라.

18. I also hope you still keep in touch with 
Inho and Minsu.
나는 또한 네가 인호와 민수랑 여전히 연락을 유지
하기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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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They are my best friends and I believe 
they are still your best friends.
그들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고 나는 그들이 여
전히 너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고 믿어.

20. Finally, I am going to make a promise to 
you.
마지막으로, 나는 네게 약속을 할 거야. 

21. I often get up late and have to hurry in 
the morning.
나는 자주 늦게 일어나서 아침에 서둘러야 해.

22. That's not a good habit, is it?
그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지, 그렇지?

23. So I am going to try to become an early 
bird.
그래서 나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거야.

24. Also, I am going to keep a diary every 
day.
또한, 나는 매일 일기를 쓸 거야.

25. These are good promises, aren't they?
이것들은 좋은 약속이지, 그렇지 않니?

26. Anyway, I hope you like my promises.
어쨌든, 나는 네가 내 약속을 좋아하기를 바라.

27. Love, Fifteen-year-old Siwon
사랑을 담아, 열다섯 살의 시원이로부터

28. P.S. Um ... did you marry Minji?
추신: 음... 너는 민지와 결혼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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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어로 적기

01. 오늘의 숙제는 매우 흥미로웠다.

02. 나는 미래의 나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

03. 미래의 시원이에게, 안녕! 나는 자주 너에 대해 생각해.

04. 네 직업은 뭐니?

05. 너는 아이가 있지, 그렇지 않니?

06. 사진 찍기가 여전히 네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니?

07. 너는 어떻게 생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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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너는 여드름이 없지, 그렇지?

09. 제발 ‘없다’라고 말해 줘. 여드름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거든.

10. 어쨌든, 너는 지금 분명 멋질 거야, 맞지? 하하!

11. 나는 내가 운이 좋은 소년이라고 생각해.

12. 왜 그런지 너는 알고 있지, 그렇지 않니?

13. 나는 다정한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 

14. 나의 아빠는 많은 시간을 나와 같이 보내셔.

15. 우리는 함께 농구하는 것을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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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분은 항상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셔.

17. 나는 네가 나의 아빠처럼 좋은 아빠이기를 바라.

18. 나는 또한 네가 인호와 민수랑 여전히 연락을 유지하기를 바라.

19. 그들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고 나는 그들이 여전히 너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고 믿어.

20. 마지막으로, 나는 네게 약속을 할 거야. 

21. 나는 자주 늦게 일어나서 아침에 서둘러야 해.

22. 그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지, 그렇지?

23. 그래서 나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거야.



중2 내신대비 천재(이재영) 1과 – 기본편(본문)

※대한민국 올바른선생님연합은 수험생의 학업성취 그리고 선생님의 질적 발전을 위해 활동합니다.

- 10 -

24. 또한, 나는 매일 일기를 쓸 거야.

25. 이것들은 좋은 약속이지, 그렇지 않니?

26. 어쨌든, 나는 네가 내 약속을 좋아하기를 바라.

27. 사랑을 담아, 열다섯 살의 시원이로부터

28. 추신: 음... 너는 민지와 결혼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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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순서 배열하기

1. 오늘의 숙제는 매우 흥미로웠다.
(today's / very / interesting / homework / 
was).

2. 나는 미래의 나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
(myself / a / I / to / letter / the / wrote / 
in / future).

3. 미래의 시원이에게, 안녕! 나는 자주 너에 대해 
생각해.
Dear Future Siwon, Hi! (you / I / about / 
often / think).

4. 네 직업은 뭐니?
(do / what / you / do)?

5. 너는 아이가 있지, 그렇지 않니?
(you / a / child, / you / don't / have)?

6. 사진 찍기가 여전히 네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니?
(pictures / is / your / still / taking / hobby 
/ favorite)?

7. 너는 어떻게 생겼니?
(what / you / look / do / like)?

8. 너는 여드름이 없지, 그렇지?
(do / have / don't / you / pimples, / you)?

9. 제발 ‘없다’라고 말해 줘. 여드름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거든.
Please say "no." (me / are / bothering / now 
/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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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쨌든, 너는 지금 분명 멋질 거야, 맞지? 하
하!
Anyway, (cool / you / I / right / are / now, 
/ bet)? Haha!

11. 나는 내가 운이 좋은 소년이라고 생각해.
(boy / think / lucky / I / I / am / a).

12. 왜 그런지 너는 알고 있지, 그렇지 않니?
(know / you / you / don't / why,)?

13. 나는 다정한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
(friends / a / family / have / loving / I / 
and).

14. 나의 아빠는 많은 시간을 나와 같이 보내셔.
(of / me / my / spends / a / dad / lot / 
time / with).

15. 우리는 함께 농구하는 것을 즐겨.
(together / enjoy / playing / we / 
basketball).

16.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분은 항상 내 말
에 귀를 기울이셔.
(we / always / me / he / listens / lot / talk 
/ to / and / a).

17. 나는 네가 나의 아빠처럼 좋은 아빠이기를 바
라.
(a / dad / dad / are / hope / my / you / 
good / like / I).

18. 나는 또한 네가 인호와 민수랑 여전히 연락을 
유지하기를 바라.
(keep / in / touch / Minsu / you / hope / 
also / with / Inho / and / I /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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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들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고 나는 그들
이 여전히 너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고 믿어.
(they / friends / my / and / are / believe / 
still / they / I / friends / are / best / your 
/ best).

20. 마지막으로, 나는 네게 약속을 할 거야.
Finally, (make / a / I / to / you / to / 
promise / am / going).

21. 나는 자주 늦게 일어나서 아침에 서둘러야 해.
(and / to / hurry / I / get / late / morning 
/ in / up / the / often / have).

22. 그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지, 그렇지?
(not / it / a / that's / good / habit, / is)?

23. 그래서 나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되도록 노
력할 거야.
(going / to / am / so / to / early / bird / 
become / an / I / try).

24. 또한, 나는 매일 일기를 쓸 거야.
Also, (day / to / a / keep / I / diary / 
going / every / am).

25. 이것들은 좋은 약속이지, 그렇지 않니?
(these / promises, / good / they / aren't / 
are)?

26. 어쨌든, 나는 네가 내 약속을 좋아하기를 바
라.
Anyway, (you / my / hope / I / like / 
promises).

27. 추신: 음... 너는 민지와 결혼했니?
P.S. Um ... (you / Minji / marry /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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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어법 및 어휘 양자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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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빈칸 채우기

_____1) Future Me

 Today's homework ____2) very __________
_3). I wrote a letter to _______4) in the 
future.

_____5) Future Siwon,
 Hi! I ______6) think ______7) you. _____8) do 
you do? You have a child, _____ ____9)? Is 
______ _________10) still your favorite 
hobby? _____11) do you _____ _____12)? You 
_____ _____13) pimples, ___ ____14)? Please 
say "no." They ____ __________15) me now. 
_______16), I ____17) you are cool now, right? 
Haha!

 I ______18) I am a lucky boy. You know ___
_19), _____ ____20)? I have a loving family 
____21) friends. My dad _______22) a lot of 
_____23) with me. We enjoy ________24) 
basketball together. We talk __ ____25) and 
he _______26) listens ___27) me. I _____28) 
you are a good dad like my dad. I _____29) 
hope you still _____ __ ______ _____30) Inho 
and Minsu. They are my best friends ____31) 
I believe they are _____32) your best friends.

 ________33), I ___ ______ ___34) make a 
promise ___35) you. I often ____ ___36) late 
and have ___ ______37) in the morning. 
That's not a good habit, ___ ___38)? ___39) I 
___ ______ ___40) try ___ _______41) an early 
bird. _____42), I am ______43) to _____ __ 
______44) every day. These are good 
promises, _____ ____45)? _______46), I hope 
you like my promises.

Love,
________________47) Siwon
P.S. Um ... did you ______48) Mi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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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ar2) was3) interesting4) myself5) Dear6) often7) about8) What9) don't you10) taking pictures11) What12) look like13) don't have14) do you15) are bothering16) Anyway17) bet18) think19) why20) don't you21) and22) spends23) time24) playing25) a lot26) always27) to28) hope29) also30) keep in touch with31) and32) still33) Finally34) am going to35) to36) get up37) to hurry38) is it39) So40) am going to41) to become42) Also43) going44) keep a diary45) aren't they46) Anyway47) Fifteen-year-old48) mar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