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me up
떠오르다, 나타나다, 언급

되다
31 figure

1. 인물, 저명인사 2. 수치

3. 모양

2 Impressionism 인상주의 32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3 come from ~출신이다 33 wife 부인, 아내

4 wealthy 부유한 34 sunrise 일출

5 grocery store 식료품점 35 view 광경

6 owner 주인 36 goal 목적

7 singer 가수 37 feeling 느낌

8 interesting 흥미로운 38 harbor 항구

9 fact 사실 39 shape 모양

10 interest 관심, 흥미 40 dislike 싫어하다

11 at the age of ~의 나이에, ~살에 41 article 1. 기사 2. 항목

12 teenager 십대 42 criticize 비판하다

13 drawing 그림 43 wallpaper 벽지

14 fill 채우다 44 ironically 모순적으로

15 entire 전체의 45 term 1. 기간 2. 용어

16 assignment 과제, 임무 46 gain 얻다

17 town 마을 47 favor 인기, 호의

18 resident 마을 사람, 주민 48 public 대중의, 일반의

19 caricature 캐리커처 49 accept 받아들이다

20 caricaturist 캐리커처 화가 50 take on (성질을) 띠다

21 reputation 평판 51 gardening 원예

22 well established
정평이 난, 자리를 확실히

잡은
52 learn 배우다

23 draw 그리다 53 youth 젊음, 젊은 시절

24 -1 진정한 54 owe A to B
A는 B 덕분이다, B에게 A를

빚지고 있다

25 family man 가정적인 사람 55 build 짓다, 만들다

26 reason 이유 56 main 주요한

27 often 자주 57 focus 중심

28 pose 멈추다, 포즈를 취하다 58 artistic 예술적인

29 feature
등장시키다, 출현시키다,

특징, 색채
59 production (생)산물

30 female 여성의 60 last 마지막의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8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perhaps 아마도 91 eyesight 시력

62 constantly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92 continue 계속하다

63 light 빛 93 water lily 수련

64 reflection 반사 94 countless 수많은

65 surface 표면, 수면 95 museum 박물관

66 masterpiece 걸작 96 chance 기회

67 suffer (from) ~을 겪다 97 emotion 감정

68 cataract 백내장 98 brush 붓

69 later 나중에 99 stroke 일획

70 produce 만들다, 생산하다 100 copycat 모방자

71 characteristic 특징적인 101 creator 창조자

72 claim 주장하다 102 leading 선도하는, 주요한

73 disease 병, 질병 103 inspire 영감을 주다

74 blur 흐리게 하다 104 movement 움직임, (사회적인) 운동

75 painting style 화풍 105 comic strips 만화

76 professor 교수 106 incorporate 포함하다, 통합시키다

77 same 같은 107 abstract 추상적인

78 recreate 재구성하다 108 approach 접근법

79 photograph 사진 109 derive (from)
~에서 비롯되다, ~에서 나

오다

80 moderate 중간의, 적당한, 온화한 110 appearance
1. 외모, 모양 2. 출현, 나타

남

81 detail 세부사항 111 commercial 상업적인

82 surprisingly 놀랍게도 112 insert 삽입하다

83 similar 비슷한 113 hand-painted 손으로 그린

84 artistic style 화풍, 미술양식 114 dot 점

85 form 형성하다 115 extent 정도

86 affect 영향을 주다 116 review article 평론 기사

87 eye disease 눈병 117 severely 심하게

88 vision 시력 118 give up 포기하다

89 important 중요한 119 develop 발달시키다

90 failing 감퇴하는 120 best-known 가장 잘 알려진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8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21 amazingly 놀랍게도

122 set a record 기록을 세우다

123 argue 주장하다

124 closely 매우, 밀접하게

125 resemble 닮다

126 difference 차이점

127 original 원작

128 embrace 포용하다

129 low 낮은, 저급한

130 popular illustration 대중 삽화

131 timeline 연대표

132 biography 전기, 전기문

133 hold (행사 등을) 열다, 개최하다

134 several 몇몇의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8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me up 31 figure

2 Impressionism 32 interestingly

3 come from 33 wife

4 wealthy 34 sunrise

5 grocery store 35 view

6 owner 36 goal

7 singer 37 feeling

8 interesting 38 harbor

9 fact 39 shape

10 interest 40 dislike

11 at the age of 41 article

12 teenager 42 criticize

13 drawing 43 wallpaper

14 fill 44 ironically

15 entire 45 term

16 assignment 46 gain

17 town 47 favor

18 resident 48 public

19 caricature 49 accept

20 caricaturist 50 take on

21 reputation 51 gardening

22 well established 52 learn

23 draw 53 youth

24 -1 54 owe A to B

25 family man 55 build

26 reason 56 main

27 often 57 focus

28 pose 58 artistic

29 feature 59 production

30 female 60 last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8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perhaps 91 eyesight

62 constantly 92 continue

63 light 93 water lily

64 reflection 94 countless

65 surface 95 museum

66 masterpiece 96 chance

67 suffer (from) 97 emotion

68 cataract 98 brush

69 later 99 stroke

70 produce 100 copycat

71 characteristic 101 creator

72 claim 102 leading

73 disease 103 inspire

74 blur 104 movement

75 painting style 105 comic strips

76 professor 106 incorporate

77 same 107 abstract

78 recreate 108 approach

79 photograph 109 derive (from)

80 moderate 110 appearance

81 detail 111 commercial

82 surprisingly 112 insert

83 similar 113 hand-painted

84 artistic style 114 dot

85 form 115 extent

86 affect 116 review article

87 eye disease 117 severely

88 vision 118 give up

89 important 119 develop

90 failing 120 best-known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8 과

English Korean English

121 amazingly

122 set a record

123 argue

124 closely

125 resemble

126 difference

127 original

128 embrace

129 low

130 popular illustration

131 timeline

132 biography

133 hold

134 several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8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spire 31 dislike

2 painting style 32 entire

3 last 33 light

4 approach 34 hand-painted

5 extent 35 stroke

6 severely 36 often

7 characteristic 37 appearance

8 grocery store 38 draw

9 insert 39 later

10 moderate 40 emotion

11 focus 41 resident

12 timeline 42 teenager

13 perhaps 43 same

14 favor 44 gain

15 embrace 45 accept

16 derive (from) 46 well established

17 biography 47 form

18 learn 48 article

19 pose 49 wife

20 sunrise 50 give up

21 take on 51 claim

22 resemble 52 feature

23 abstract 53 artistic

24 difference 54 similar

25 detail 55 goal

26 creator 56 gardening

27 criticize 57 -1

28 failing 58 figure

29 vision 59 hold

30 reason 60 wealthy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8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영감을 주다 31 싫어하다

2 화풍 32 전체의

3 마지막의 33 빛

4 접근법 34 손으로 그린

5 정도 35 일획

6 심하게 36 자주

7 특징적인 37
1. 외모, 모양 2. 출현, 나타

남

8 식료품점 38 그리다

9 삽입하다 39 나중에

10 중간의, 적당한, 온화한 40 감정

11 중심 41 마을 사람, 주민

12 연대표 42 십대

13 아마도 43 같은

14 인기, 호의 44 얻다

15 포용하다 45 받아들이다

16
~에서 비롯되다, ~에서 나

오다
46

정평이 난, 자리를 확실히

잡은

17 전기, 전기문 47 형성하다

18 배우다 48 1. 기사 2. 항목

19 멈추다, 포즈를 취하다 49 부인, 아내

20 일출 50 포기하다

21 (성질을) 띠다 51 주장하다

22 닮다 52
등장시키다, 출현시키다,

특징, 색채

23 추상적인 53 예술적인

24 차이점 54 비슷한

25 세부사항 55 목적

26 창조자 56 원예

27 비판하다 57 진정한

28 감퇴하는 58
1. 인물, 저명인사 2. 수치

3. 모양

29 시력 59 (행사 등을) 열다, 개최하다

30 이유 60 부유한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8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spire 31 dislike

2 painting style 32 entire

3 last 33 light

4 approach 34 hand-painted

5 extent 35 stroke

6 심하게 36 자주

7 특징적인 37
1. 외모, 모양 2. 출현, 나타

남

8 식료품점 38 그리다

9 삽입하다 39 나중에

10 중간의, 적당한, 온화한 40 감정

11 focus 41 resident

12 timeline 42 teenager

13 perhaps 43 same

14 favor 44 gain

15 embrace 45 accept

16
~에서 비롯되다, ~에서 나

오다
46

정평이 난, 자리를 확실히

잡은

17 전기, 전기문 47 형성하다

18 배우다 48 1. 기사 2. 항목

19 멈추다, 포즈를 취하다 49 부인, 아내

20 일출 50 포기하다

21 take on 51 claim

22 resemble 52 feature

23 abstract 53 artistic

24 difference 54 similar

25 detail 55 goal

26 창조자 56 원예

27 비판하다 57 진정한

28 감퇴하는 58
1. 인물, 저명인사 2. 수치

3. 모양

29 시력 59 (행사 등을) 열다, 개최하다

30 이유 60 부유한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8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spire 영감을 주다 31 dislike 싫어하다

2 painting style 화풍 32 entire 전체의

3 last 마지막의 33 light 빛

4 approach 접근법 34 hand-painted 손으로 그린

5 extent 정도 35 stroke 일획

6 severely 심하게 36 often 자주

7 characteristic 특징적인 37 appearance
1. 외모, 모양 2. 출현, 나타

남

8 grocery store 식료품점 38 draw 그리다

9 insert 삽입하다 39 later 나중에

10 moderate 중간의, 적당한, 온화한 40 emotion 감정

11 focus 중심 41 resident 마을 사람, 주민

12 timeline 연대표 42 teenager 십대

13 perhaps 아마도 43 same 같은

14 favor 인기, 호의 44 gain 얻다

15 embrace 포용하다 45 accept 받아들이다

16 derive (from)
~에서 비롯되다, ~에서 나

오다
46 well established

정평이 난, 자리를 확실히

잡은

17 biography 전기, 전기문 47 form 형성하다

18 learn 배우다 48 article 1. 기사 2. 항목

19 pose 멈추다, 포즈를 취하다 49 wife 부인, 아내

20 sunrise 일출 50 give up 포기하다

21 take on (성질을) 띠다 51 claim 주장하다

22 resemble 닮다 52 feature
등장시키다, 출현시키다,

특징, 색채

23 abstract 추상적인 53 artistic 예술적인

24 difference 차이점 54 similar 비슷한

25 detail 세부사항 55 goal 목적

26 creator 창조자 56 gardening 원예

27 criticize 비판하다 57 -1 진정한

28 failing 감퇴하는 58 figure
1. 인물, 저명인사 2. 수치

3. 모양

29 vision 시력 59 hold (행사 등을) 열다, 개최하다

30 reason 이유 60 wealthy 부유한

영어 지학사 (민찬규)

https://likasuni.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