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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테스트 문제지(뜻 적기)

단  어 뜻 단  어 뜻

1 catch up 26 enough

2 take out 27 enter

3 due 28 easily

4 decide 29 catch

5 subject 30 race

6 messy 31 sure

7 tidy up 32 wonder

8 bookshelf 33 activity

9 put away 34 make a plan

10 tidy 35 be planning to

11 read through 36 return

12 turn on 37 get a haircut

13 around 38 bring A to B

14 end up -ing 39 borrow

15 go online 40 text

16 come across 41 get better

17 article 42 rest

18 comment 43 miss

19 focus on 44 hand in

20 check 45 become

21 spend 46 plan

22 shelf 47 lose

23 homepage 48 Lost and Found

24 storybook 49 decide to 

25 hometown 50 tidy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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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어 뜻 단  어 뜻

1 따라잡다 26 충분한

2 꺼내다 27 들어가다

3 기일이 ... 인 28 쉽게

4 결심하다, 결정하다 29 잡다, 붙잡다

5 과목 30 경주

6 지저분한, 어질러진 31 확신하는

7 정리하다 32 궁금해 하다

8 책장, 책꽂이 33 활동

9 (다 쓰고 난 물건을 
제자리에) 치우다 34 계획을 짜다

10 잘 정돈된 35 ~할 계획이다 

11 꼼꼼하게 읽다 36 반납하다

12 (전원)을 켜다 37 이발하다

13 ~쯤, 약 38 A를 B에 
가져오다(데려오다)

14 결국 ~하게 되다 39 빌리다

15 온라인에 접속하다 40 (휴대 전화로) 문자를 
보내다

16 우연히 발견하다 41 (병, 상황이) 좋아지다, 
호전되다

17 (신문.잡지의) 기사 42 휴식

18 논평, 언급 43 그리워하다

19 ~에 집중하다 44 제출하다

20 확인하다 45 ~이 되다

21 시간을 보내다 46 계획하다

22 선반, 책꽂이 47 잃어버리다

23 (인터넷의) 홈페이지 48 분실물 센터

24 동화책, 이야기책 49 ~하기로 결정하다

25 고향 50 깨끗하게 정리하다

어휘 테스트 문제지(철자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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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어 뜻 단  어 뜻

1 catch up 따라잡다 26 enough 충분한

2 take out 꺼내다 27 enter 들어가다

3 due 기일이 ... 인 28 easily 쉽게

4 decide 결심하다, 결정하다 29 catch 잡다, 붙잡다

5 subject 과목 30 race 경주

6 messy 지저분한, 어질러진 31 sure 확신하는

7 tidy up 정리하다 32 wonder 궁금해 하다

8 bookshelf 책장, 책꽂이 33 activity 활동

9 put away (다 쓰고 난 물건을 
제자리에) 치우다 34 make a plan 계획을 짜다

10 tidy 잘 정돈된 35 be planning to ~할 계획이다 

11 read through 꼼꼼하게 읽다 36 return 반납하다

12 turn on (전원)을 켜다 37 get a haircut 이발하다

13 around ~쯤, 약 38 bring A to B A를 B에 
가져오다(데려오다)

14 end up -ing 결국 ~하게 되다 39 borrow 빌리다

15 go online 온라인에 접속하다 40 text (휴대 전화로) 문자를 
보내다

16 come across 우연히 발견하다 41 get better (병, 상황이) 좋아지다, 
호전되다

17 article (신문.잡지의) 기사 42 rest 휴식

18 comment 논평, 언급 43 miss 그리워하다

19 focus on ~에 집중하다 44 hand in 제출하다

20 check 확인하다 45 become ~이 되다

21 spend 시간을 보내다 46 plan 계획하다

22 shelf 선반, 책꽂이 47 lose 잃어버리다

23 homepage (인터넷의) 홈페이지 48 Lost and Found 분실물 센터

24 storybook 동화책, 이야기책 49 decide to ~하기로 결정하다

25 hometown 고향 50 tidy up 깨끗하게 정리하다

어휘 테스트 정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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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 is Sunday morning, and Bora is at her 
desk.
일요일 아침이고, 보라는 책상에 앉아 있다. 

2. It has been a busy week for her.
그녀에게는 바쁜 한 주였다. 

3. She has tried to catch up, but she could 
not finish all of her homework.
그녀는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따라잡으려고 노력
해 왔지만, 숙제를 모두 끝내지는 못했다.

4. She takes out her notebook and looks at 
the list of homework that is due tomorrow.
그녀는 공책을 꺼내 내일까지 해야 할 숙제 목록을 
본다. 

5. Bora decides to do the science homework 
first because science is her favorite subject.
보라는 과학 숙제를 먼저 하기로 결정하는데, 과학
이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6. Bora looks around her desk.
보라는 그녀의 책상을 둘러본다. 

7. The desk is so messy that she decides to 
tidy it up first.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녀는 책상을 먼저 정리
하기로 결심한다.

8. She puts all the books back onto the 
bookshelf.
그녀는 모든 책을 책꽂이에 다시 꽂는다. 

9. She puts away her pencils and paper.
그녀는 연필과 종이를 치운다. 

10. Now the desk is tidy, and she feels 
ready to work.
이제 책상은 잘 정돈되었고, 그녀는 숙제를 할 준
비가 되었다고 느낀다.

11. Suddenly, she feels hungry.
갑자기, 그녀는 배가 고프다. 

12. She goes to the kitchen to see if there is 
anything to eat.
그녀는 먹을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엌으로 
간다. 

13. She finds ramyeon, and she feels happy.
그녀는 라면을 찾아내고 기분이 좋아진다. 

14. After eating the ramyeon, Bora goes 
back to her desk.
라면을 먹은 후에 보라는 책상으로 돌아간다. 

15. She reads through the steps for the 
science homework.
그녀는 과학 숙제의 절차를 꼼꼼하게 읽어본다. 

본문 한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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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She learns that she needs to find som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그녀는 인터넷에서 몇 가지 정보를 찾을 필요가 있
음을 알게 된다.

17. So, she turns on the computer.
그래서 그녀는 컴퓨터를 켠다.

18. A few minutes later, she gets a call from 
her friend, Jiho.
몇 분 후, 그녀는 친구 지호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19. He asks Bora if she can watch a movie 
with him at 12:30 pm.
그는 보라에게 오후 12시 30분에 그와 함께 영화
를 볼 수 있는지 물어본다.

20. Bora can't say no to him.
보라는 그에게 싫다고 말하지 못한다.

21. So, she decides to do her science 
homework when she gets back home.
그래서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과학 숙제를 하기로 
결심한다.

22. Bora plans to come home around 3 pm, 
but ends up getting back home around 6 
pm.
보라는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오기로 계획하지만, 
결국 오후 6시경에 집에 돌아오게 된다. 

23. After dinner, Bora goes online again and 
soon comes across an article about her 
favorite singer.
저녁을 먹은 후에, 보라는 다시 인터넷을 하고 곧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에 관한 기사를 우연히 
발견한다.

24. She likes him so much that she never 
misses any news about him.
그녀는 그 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그에 관한 어떤 
뉴스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25. She reads a few more articles and leaves 
some comments.
그녀는 기사를 몇 개 더 읽고는 의견을 몇 줄 남
긴다.

26. When she finally goes back to her 
science homework, it is already 10 at night.
그녀가 드디어 과학 숙제로 돌아온 시각은 이미 밤 
10시이다. 

27. She is so sleepy that she can't focus on 
her homework.
그녀는 너무 졸려서 숙제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중3 내신대비 천재(김진완) 1과 – 기본편(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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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01. 일요일 아침이고, 보라는 책상에 앉아 있다. 

02. 그녀에게는 바쁜 한 주였다. 

03. 그녀는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따라잡으려고 노력해 왔지만, 숙제를 모두 끝내지는 못했다.

04. 그녀는 공책을 꺼내 내일까지 해야 할 숙제 목록을 본다. 

05. 보라는 과학 숙제를 먼저 하기로 결정하는데, 과학이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06. 보라는 그녀의 책상을 둘러본다. 

07.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녀는 책상을 먼저 정리하기로 결심한다.

본문 영어로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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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그녀는 모든 책을 책꽂이에 다시 꽂는다. 

09. 그녀는 연필과 종이를 치운다. 

10. 이제 책상은 잘 정돈되었고, 그녀는 숙제를 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낀다.

11. 갑자기, 그녀는 배가 고프다. 

12. 그녀는 먹을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엌으로 간다. 

13. 그녀는 라면을 찾아내고 기분이 좋아진다. 

14. 라면을 먹은 후에 보라는 책상으로 돌아간다. 

15. 그녀는 과학 숙제의 절차를 꼼꼼하게 읽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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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녀는 인터넷에서 몇 가지 정보를 찾을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17. 그래서 그녀는 컴퓨터를 켠다.

18. 몇 분 후, 그녀는 친구 지호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19. 그는 보라에게 오후 12시 30분에 그와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지 물어본다.

20. 보라는 그에게 싫다고 말하지 못한다.

21. 그래서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과학 숙제를 하기로 결심한다.

22. 보라는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오기로 계획하지만, 결국 오후 6시경에 집에 돌아오게 된다. 

23. 저녁을 먹은 후에, 보라는 다시 인터넷을 하고 곧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에 관한 기사를 우연히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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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그녀는 그 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그에 관한 어떤 뉴스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25. 그녀는 기사를 몇 개 더 읽고는 의견을 몇 줄 남긴다.

26. 그녀가 드디어 과학 숙제로 돌아온 시각은 이미 밤 10시이다. 

27. 그녀는 너무 졸려서 숙제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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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요일 아침이고, 보라는 책상에 앉아 있다.
(desk / Bora / Sunday / at / her / morning, 
/ it / is / and / is).  

2. 그녀에게는 바쁜 한 주였다. 
(has / her / it / busy / a / been / for / 
week).

3. 그녀는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따라잡으려고 노
력해 왔지만, 숙제를 모두 끝내지는 못했다.
(finish / but / she / homework / has / not / 
tried / of / catch / up, / she / to / could / 
all / her).

4. 그녀는 공책을 꺼내 내일까지 해야 할 숙제 목
록을 본다.
(takes / homework / her / and / looks / 
notebook / due / tomorrow / that / of / list 
/ out / at / the / she / is).

5. 보라는 과학 숙제를 먼저 하기로 결정하는데, 
과학이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is / first / science / her / decides / to / 
subject / Bora / homework / do / the / 
science / favorite / because).

6. 보라는 그녀의 책상을 둘러본다. 
(desk / Bora / looks / her / around).

7.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녀는 책상을 먼저 정
리하기로 결심한다.
(desk / to / tidy / the / up / is / so / 
messy / she / decides / that / first / it).

8. 그녀는 모든 책을 책꽂이에 다시 꽂는다.
(puts / books / she / all / bookshelf / the / 
onto / back / the).

본문 순서 배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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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녀는 연필과 종이를 치운다.
(puts / and / she / her / paper / away / 
pencils).

10. 이제 책상은 잘 정돈되었고, 그녀는 숙제를 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낀다.
(the / ready / work / desk / and / tidy, / 
she / now / is / feels / to).

11. 갑자기, 그녀는 배가 고프다.
(hungry / feels / suddenly, / she).

12. 그녀는 먹을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엌
으로 간다.
(goes / there / eat / the / she / to / 
kitchen / if / is / anything / to / see / to).

13. 그녀는 라면을 찾아내고 기분이 좋아진다. 
(finds / ramyeon, / feels / and / she / 
happy / she).

14. 라면을 먹은 후에 보라는 책상으로 돌아간다.
(goes / to / after / desk / the / eating / 
ramyeon, / Bora / her / back).

15. 그녀는 과학 숙제의 절차를 꼼꼼하게 읽어본
다. 
(homework / for / science / reads / she / 
through / the / steps / the).

16. 그녀는 인터넷에서 몇 가지 정보를 찾을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that / she / Internet / learns / information 
/ needs / to / find / some / the / on / 
she).

17. 그래서 그녀는 컴퓨터를 켠다.
(turns / so, / computer / she / the /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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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몇 분 후, 그녀는 친구 지호에게서 전화를 받
는다.
(Jiho / few / she / a / minutes / later, / 
call / gets / from / her / friend, / a).

19. 그는 보라에게 오후 12시 30분에 그와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지 물어본다.
(asks / Bora / a / with / him / if / can / 
pm / at / he / she / watch / movie / 
12:30).

20. 보라는 그에게 싫다고 말하지 못한다.
(no / say / Bora / him / can't / to).

21. 그래서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과학 숙제를 하
기로 결심한다.
(she / homework / she / her / gets / to / 
home / science / when / decides / back / 
so, / do).

22. 보라는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오기로 계획하지
만, 결국 오후 6시경에 집에 돌아오게 된다.
(back / home / but / to / Bora / home / 
plans / around / around / 3 / pm, / come 
/ pm / ends / up / getting / 6).

23. 저녁을 먹은 후에, 보라는 다시 인터넷을 하고 
곧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에 관한 기사를 우연
히 발견한다.
(article / favorite / comes / her / goes / 
online / singer / again / soon / dinner, / 
Bora / across / and / an / after / about).

24. 그녀는 그 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그에 관한 어
떤 뉴스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any / that / never / she / likes / she / 
him / misses / about / much / so / him / 
news).

25. 그녀는 기사를 몇 개 더 읽고는 의견을 몇 줄 
남긴다.
(reads / and / leaves / more / a / 
comments / few / she / articles /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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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그녀가 드디어 과학 숙제로 돌아온 시각은 이
미 밤 10시이다. 
(10 / finally / to / her / when / already / 
she / goes / back / it / night / homework, / 
science / is / at).

27. 그녀는 너무 졸려서 숙제에 집중을 할 수가 없
다.
(homework / can't / focus / so / she / on 
/ is / sleepy / she / that /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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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Sunday morning, and Bora is at her 
desk. It [has been/was]1) a busy week for 
her. She [has tried/tries]2) [to 
catch/catching]3) up, but she could not 
finish all of her homework.

 She takes out her notebook and looks at 
the list of homework [that/what]4) is due 
tomorrow. Bora decides [to do/doing]5) the 
science homework first [because of/because]6) 
science is her favorite [object/subject]7).

 Bora looks around her desk. The desk is so 
[messily/messy]8) [that/which]9) she decides 
to [tidy up it/tidy it up]10) first. She puts all 
the books back onto the bookshelf. She puts 
away her pencils and paper. Now the desk is 
[untidy/tidy]11), and she feels ready [at/to]12) 
work.

 Suddenly, she feels hungry. She goes to the 
kitchen to see [that/if]13) there [are/is]14) 
anything to eat. She finds ramyeon, and she 
feels happy.

 After [eaten/eating]15) the ramyeon, Bora 
goes back to her desk. She reads through 
the steps for the science homework. She 
learns [that/what]16) she needs to find som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So, she turns 
[off/on]17) the computer.

 A few minutes later, she gets a call from 
her friend, Jiho. He asks Bora [that/if]18) she 
can watch a movie with him at 12:30 pm. 
Bora can't say no to him. So, she decides 
[to do/doing]19) her science homework 
[while/when]20) she gets back home.

 Bora plans [to come/coming]21) home around 
3 pm, but ends up [getting/get]22) back home 
around 6 pm. After dinner, Bora goes online 
again and soon [comes/come]23) across an 
article about her favorite singer. She likes 
him so much [that/what]24) she never misses 
any news about him. She reads a [little/fe
w]25) more articles and leaves some 
comments. When she finally goes back to her 
science homework, it is already 10 at night. 
She is so [sleepily/sleepy]26) [that/which]27) 
she can't focus on her homework.

본문 어법 및 어휘 양자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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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Sunday morning, and Bora is at her 
desk. It has been a busy week for her. She 
has ____ ___ ____ ___28), but she could not 
finish all of her homework.
 She ____ ____29) her notebook and looks at 
the list of homework that is ___30) tomorrow. 
Bora _____ ___31) do the science homework 
first _____32) science is her favorite subject.

 Bora ____ ____33) her desk. The desk is ___ 
____ ____34) she decides to ___ ___ ___35) 
first. She ___ ___ ___ ____ ____36) onto the 
bookshelf. She ____ ____37) her pencils and 
paper. Now the desk is ____38), and she feels 
ready to work.

______39), she feels hungry. She goes to the 
kitchen to see __40) there is anything to eat. 
She finds ramyeon, and she feels happy.

 After eating the ramyeon, Bora goes back 
to her desk. She ____ ______41) the steps for 
the science homework. She learns that she 
needs to find som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So, she ____ ___42) the computer.

 A few minutes later, she ___ ___ ____43) 
from her friend, Jiho. He asks Bora ___44) 
she can watch a movie with him at 12:30 
pm. Bora can't say no to him. So, she 
decides to do her science homework when 
she ___ ____45) home.

 Bora ____46) to come home around 3 pm, 
but ___ ___ ____ ____47) home around 6 pm. 

After dinner, Bora goes online again and 
soon ____ _____48) an _____49) about her 
favorite singer. She likes him ___ ____ ___
_50) she never misses any news about him. 
She reads a few more _____51) and leaves 
some ______52). When she finally goes back 
to her science homework, it is already 10 at 
night. She is ___ _____ ____53) she can't 
_____ ___54) her homework.

본문 빈칸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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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s been
2) has tried
3) to catch
4) that
5) to do
6) because
7) subject
8) messy
9) that
10) tidy it up
11) tidy
12) to
13) if
14) is
15) eating
16) that
17) on
18) if
19) to do
20) when
21) to come
22) getting
23) comes
24) that
25) few
26) sleepy
27) that
28) tried to catch up
29) takes out
30) due
31) decides to
32) because
33) looks around
34) so messy that
35) decides to tidy it up
36) puts all the books back
37) puts away
38) tidy
39) Suddenly
40) if
41) reads through
42) turns on
43) gets a call
44) if
45) gets back
46) plans
47) ends up getting back
48) comes across
49) article
50) so much that
51) articles
52) comments
53) so sleepy that
54) focus 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