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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테스트 문제지(뜻 적기)

단  어 뜻 단  어 뜻
1 kind 26 be in the hospital
2 fruit 27 after school
3 memo 28 fix
4 pick 29 broken
5 bring 30 salty
6 captain 31 at the end of
7 since 32 look like
8 nobody 33 miss
9 three-pointer 34 get to
10 shock 35 each other
11 talented 36 arrive
12 at that time 37 station
13 blackboard 38 drawing
14 touched 39 Would you like some 

...?
15 anybody 40 for a long time
16 notice 41 others
17 thanks to 42 thank ... for ~
18 treasure 43 so
19 project 44 winner
20 maybe 45 traditional
21 get well 46 move to
22 help A with B 47 be ready for
23 catch a cold 48 speech
24 poster 49 twice a month
25 Why don't you ...? 50 in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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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어 뜻 단  어 뜻
1 종류 26 병원에 입원해 있다
2 과일 27 방과 후에
3 메모 28 수리하다, 고치다
4 고르다 29 고장 난, 부서진, 부러진
5 가져오다 30 짠
6 주장 31 ...의 끝에
7 ... 이래로 32 ...처럼 보이다
8 아무도 ...않다 33 빠지다, 놓치다, 거르다, 

그리워하다
9 3점 슛 34 ...하게 되다
10 깜짝 놀라게 하다 35 서로
11 재능이 있는 36 도착하다
12 그때 37 역
13 칠판 38 그림
14 감동한 39 ... 좀 먹을래?
15 누구든지, 아무나 40 오랫동안
16 알아채다 41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
17 ... 때문에, ...덕분에 42 ..에게 ~에 대해 감사하다
18 보물 43 그렇게
19 과제, 프로젝트 44 승리자, 우승자
20 아마도 45 전통적인
21 건강을 회복하다 46 ...으로 이사하다
22 A가 B하는 것을 돕다 47 ...할 준비가 되다
23 감기에 걸리다 48 말하기, 연설
24 포스터 49 한 달에 두 번
25 너는 ...하는 게 어때? 50 보답으로

어휘 테스트 문제지(철자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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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테스트 정답지

단  어 뜻 단  어 뜻
1 kind 종류 26 be in the hospital 병원에 입원해 있다
2 fruit 과일 27 after school 방과 후에
3 memo 메모 28 fix 수리하다, 고치다
4 pick 고르다 29 broken 고장 난, 부서진, 부러진
5 bring 가져오다 30 salty 짠
6 captain 주장 31 at the end of ...의 끝에
7 since ... 이래로 32 look like ...처럼 보이다
8 nobody 아무도 ...않다 33 miss 빠지다, 놓치다, 거르다, 

그리워하다
9 three-pointer 3점 슛 34 get to ...하게 되다
10 shock 깜짝 놀라게 하다 35 each other 서로
11 talented 재능이 있는 36 arrive 도착하다
12 at that time 그때 37 station 역
13 blackboard 칠판 38 drawing 그림
14 touched 감동한 39 Would you like some 

...? ... 좀 먹을래?
15 anybody 누구든지, 아무나 40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16 notice 알아채다 41 others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
17 thanks to ... 때문에, ...덕분에 42 thank ... for ~ ..에게 ~에 대해 감사하다
18 treasure 보물 43 so 그렇게
19 project 과제, 프로젝트 44 winner 승리자, 우승자
20 maybe 아마도 45 traditional 전통적인
21 get well 건강을 회복하다 46 move to ...으로 이사하다
22 help A with B A가 B하는 것을 돕다 47 be ready for ...할 준비가 되다
23 catch a cold 감기에 걸리다 48 speech 말하기, 연설
24 poster 포스터 49 twice a month 한 달에 두 번
25 Why don't you ...? 너는 ...하는 게 어때? 50 in return 보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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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줄 해석

1. The students in Sumi's class are doing 
something special today.
수미의 학급 학생들은 오늘 특별한 것을 하고 있
다.

2. They have just finished making a special 
tree.
그들은 특별한 나무를 만드는 것을 막 끝냈다.

3. It has many kinds of fruits on it.
그것에는 많은 종류의 과일들이 달려있다.

4. They are students' memos:
그것들은 학생들의 메모이다.

5. Each student picked another student's 
name and wrote something nice about him 
or her.
각 학생은 다른 학생의 이름을 골라서 그 또는 그
녀에 관한 좋은 점을 썼다.

6. Jiho can make delicious cookies.
지호는 맛있는 쿠키를 만들 수 있다.

7. He sometimes brings cookies to class and 
gives them to us.
그는 때때로 쿠키를 학급에 가져와서 우리에게 준
다.

8. I ate his chocolate cookies yesterday. 
They were great!
나는 어제 그의 초콜릿 쿠키를 먹었다. 초콜릿 쿠
키는 정말 맛있었다!

9. Minjun has been the captain of our 
basketball team since March.
민준이는 3월부터 우리 농구 팀의 주장을 맡아 왔
다.

10. He is very fast, and nobody can stop 
him.
그는 매우 빨라서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다.

11. Last week, his three-pointer at the end 
of the game shockedeveryone.
지난주 경기 마지막의 그의 3점 슛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12. Yena drew a picture of me.
예나는 나를 그렸다.

13. It really looks like me. She is so 
talented!
그것은 정말로 나처럼 보인다. 그녀는 정말 재능이 
있다!

14. I was sick and missed classes last week.
나는 지난주에 아파서 수업을 빠졌다. 

15. I needed somebody's notebook.
나는 누군가의 공책이 필요했다.

16. At that time, Sumi kindly showed me her 
notebook.
그때 수미는 친절하게 그녀의 공책을 나에게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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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nd you know what? She often cleans 
the blackboard in our class. How nice!
그리고 그거 알아? 그녀는 자주 우리 학급의 칠판
을 지운다. 정말 훌륭하다!

18. When Sumi saw the memo about her, 
she was touched.
수미가 자신에 관한 메모를 보았을 때, 그녀는 감
동을 받았다. 

19. She did not think anybody would notice 
those little things.
그녀는 아무도 그러한 사소한 것들을 알아채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20. It was a nice surprise.
그것은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다.

21. Thanks to the tree, the students got to 
know each other better.
그 나무 덕분에, 학생들은 서로 더 잘 알게 되었
다.

22. The tree is their treasure. It is a "happy 
tree."
그 나무는 그들의 보물이다. 그것은‘행복 나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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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어로 적기

01. 수미의 학급 학생들은 오늘 특별한 것을 하고 있다.

02. 그들은 특별한 나무를 만드는 것을 막 끝냈다.

03. 그것에는 많은 종류의 과일들이 달려있다.

04. 그것들은 학생들의 메모이다.

05. 각 학생은 다른 학생의 이름을 골라서 그 또는 그녀에 관한 좋은 점을 썼다.

06. 지호는 맛있는 쿠키를 만들 수 있다.

07. 그는 때때로 쿠키를 학급에 가져와서 우리에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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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나는 어제 그의 초콜릿 쿠키를 먹었다. 초콜릿 쿠키는 정말 맛있었다!

09. 민준이는 3월부터 우리 농구 팀의 주장을 맡아 왔다.

10. 그는 매우 빨라서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다.

11. 지난주 경기 마지막의 그의 3점 슛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12. 예나는 나를 그렸다.

13. 그것은 정말로 나처럼 보인다. 그녀는 정말 재능이 있다!

14. 나는 지난주에 아파서 수업을 빠졌다. 

15. 나는 누군가의 공책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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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때 수미는 친절하게 그녀의 공책을 나에게 보여 주었다.

17. 그리고 그거 알아? 그녀는 자주 우리 학급의 칠판을 지운다. 정말 훌륭하다!

18. 수미가 자신에 관한 메모를 보았을 때, 그녀는 감동을 받았다. 

19. 그녀는 아무도 그러한 사소한 것들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20. 그것은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다.

21. 그 나무 덕분에, 학생들은 서로 더 잘 알게 되었다.

22. 그 나무는 그들의 보물이다. 그것은‘행복 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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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순서 배열하기

1. 수미의 학급 학생들은 오늘 특별한 것을 하고 
있다.
(students / special / doing / the / in / 
class / are / Sumi's / something / today).

2. 그들은 특별한 나무를 만드는 것을 막 끝냈다.
(have / making / special / just / tree / 
they / a / finished).

3. 그것에는 많은 종류의 과일들이 달려 있다.
(of / on / it / kinds / has / fruits / it / 
many).

4. 그것들은 학생들의 메모이다.
(are / students' / memos / they):

5. 각 학생은 다른 학생의 이름을 골라서 그 또는 
그녀에 관한 좋은 점을 썼다.
(student's / about / her / each / and / 
picked / nice / student / name / wrote / 
another / him / or / something).

6. 지호는 맛있는 쿠키를 만들 수 있다.
(make / Jiho / cookies / delicious / can).

7. 그는 때때로 쿠키를 학급에 가져와서 우리에게 
준다.
(to / and / class / he / to / brings / us / 
them / sometimes / cookies / gives).

8. 나는 어제 그의 초콜릿 쿠키를 먹었다. 초콜릿 쿠
키는 정말 맛있었다!
(yesterday / I / his / ate / chocolate / 
cookies). They were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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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준이는 3월부터 우리 농구 팀의 주장을 맡아 
왔다.
(Minjun / has / basketball / been / March / 
since / team / the / of / our / captain).

10. 그는 매우 빨라서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다.
(very / can / is / stop / he / him / and / 
fast, / nobody).

11. 지난주 경기 마지막의 그의 3점 슛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week, / of / everyone / the / at / end / 
three-pointer / the / game / last / his / 
shocked).

12. 예나는 나를 그렸다.
(me / Yena / a / drew / picture / of).

13. 그것은 정말로 나처럼 보인다. 
(really / it / like / me / looks).

14. 그녀는 정말 재능이 있다!
 (so / she / talented / is)!

15. 나는 지난주에 아파서 수업을 빠졌다.
(was / last / week / I / and / sick / missed 
/ classes).

16. 나는 누군가의 공책이 필요했다.
(needed / I / somebody's / notebook).

17. 그때 수미는 친절하게 그녀의 공책을 나에게 
보여 주었다.
At that time, (me / Sumi / kindly / 
notebook / her / showed).

18. 그리고 그거 알아? 
(and / you / what / know)?



중2 내신대비 천재(이재영) 2과 – 기본편(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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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19. 그녀는 자주 우리 학급의 칠판을 지운다. 정말 
훌륭하다!
(the / she / blackboard / class / our / in / 
cleans / often). How nice!

20. 수미가 자신에 관한 메모를 보았을 때, 그녀는 
감동을 받았다.
(the / saw / her / Sumi / about / memo / 
when), she was touched.

21. 그녀는 아무도 그러한 사소한 것들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did / not / little / notice / would / she / 
those / think / things / anybody).

22. 그것은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다.
(nice / was / it / a / surprise).

23. 그 나무 덕분에, 학생들은 서로 더 잘 알게 되
었다.
Thanks to the tree, (students / to / better / 
know / the / other / got / each).

24. 그 나무는 그들의 보물이다. 그것은 ‘행복 나
무’이다.
(tree / is / treasure / their / the). It is a 
"happy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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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어법 및 어휘 양자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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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빈칸 채우기

The Happy Tree in My Class

 The students in Sumi's class ____1) doing 
__________2) special today. They _____3) just 
finished _______4) a special tree. It has 
many ______ ___5) fruits ___6) it. They are 
students' memos: _____7) student picked 
________8) student's name ___9) wrote 
something nice ______10) him ___11) her.

 Jiho ____ _____12) delicious cookies. He 
_________13) brings cookies to class and 
______14) them ___15) us. I ____16) his 
chocolate cookies yesterday. They were 
great!

 Minjun ____ _____17) the captain ___18) our 
basketball team ______19) March. He is ____
_20) fast, and ________21) can _____22) him. 
_____ _____23), his three-pointer ___ ____ 
____ ___24) the game shocked everyone.

 Yena _____ __ _______25) of me. It really 
_______ _____26) me. She ___27) so ________
_28)!

 I was sick ____29) missed classes last week. 
I _______30) somebody's notebook. ___ _____ 
_____31), Sumi kindly _______32) me her 
notebook. And ____ _____ _____33)? She 
______34) cleans the blackboard ___35) our 
class. _____36) nice!

 _____37) Sumi ____38) the memo ______39) 
her, she ____ ________40). She did not think 
________41) would _______42) those little 
things. ___ _____43) a nice surprise. Thanks 
to the tree, the students got to know _____ 
_______44) better. The tree is their treasure. 
It is a "happy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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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e2) something3) have4) making5) kinds of6) on7) Each8) another9) and10) about11) or12) can make13) sometimes14) gives15) to16) ate17) has been18) of19) since20) very21) nobody22) stop23) Last week24) at the end of25) drew a picture26) looks like27) is28) talented29) and30) needed31) At that time32) showed33) you know what34) often35) in36) How37) When38) saw39) about40) was touched41) anybody42) notice43) It was44) each o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