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ehind ~뒤에 31 one by one 하나씩 하나씩

2 matter(동사) 중요하다 32 from A to B A에서 B까지

3 struggle 고군분투하다 33 midnight 자정(밤 12시)

4 draw 그리다 34 until ~할 때까지

5 anyways 어쨌든 35 noon 정오(낮 12시)

6 favorite 좋아하는 36 lastly 마지막으로

7 decide 결정하다 37 I don't get it. 이해가 되지 않는다.

8 be about to V 막 ~하려 하다 38 for a moment 잠깐동안

9 repeat 다시 말하다, 반복하다 39 four times 4배

10 suddenly 갑자기 40 realize 깨닫다

11 soldier 군인 41 importance 중요성

12 chase (뒤)쫓다 42 not ~ anymore 더 이상 ~이 아닌

13 arrow 화살 43 wave (손을) 흔들다

14 woods 숲 44 adventure 모험

15 arrive at ~에 도착하다

16 get off (차 등에서) 내리다

17 reason 이유

18 save 구하다

19 get back 되찾다

20 tax(동사) 과세하다, 세금을 물리다

21 greedy 탐욕스러운

22 share 공유하다

23 too ~ to V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24 enough 충분한

25 however 그러나

26 there is(are) ~가 있다

27 solution 해결책

28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29 count 세다

30 hide-hid-hidden 숨다, 숨기다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8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ehind 31 one by one

2 matter(동사) 32 from A to B

3 struggle 33 midnight

4 draw 34 until

5 anyways 35 noon

6 favorite 36 lastly

7 decide 37 I don't get it.

8 be about to V 38 for a moment

9 repeat 39 four times

10 suddenly 40 realize

11 soldier 41 importance

12 chase 42 not ~ anymore

13 arrow 43 wave

14 woods 44 adventure

15 arrive at

16 get off

17 reason

18 save

19 get back

20 tax(동사)

21 greedy

22 share

23 too ~ to V

24 enough

25 however

26 there is(are)

27 solution

28 take A to B

29 count

30 hide-hid-hidden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8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olution 31 wave

2 lastly 32 draw

3 matter(동사) 33 struggle

4 realize 34 arrive at

5 hide-hid-hidden 35 enough

6 I don't get it. 36 arrow

7 repeat 37 woods

8 for a moment 38 be about to V

9 four times 39 favorite

10 soldier 40 save

11 suddenly 41 anyways

12 one by one 42 not ~ anymore

13 decide 43 chase

14 however 44 count

15 get off

16 midnight

17 too ~ to V

18 importance

19 behind

20 take A to B

21 until

22 from A to B

23 adventure

24 get back

25 greedy

26 share

27 noon

28 reason

29 there is(are)

30 tax(동사)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8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해결책 31 (손을) 흔들다

2 마지막으로 32 그리다

3 중요하다 33 고군분투하다

4 깨닫다 34 ~에 도착하다

5 숨다, 숨기다 35 충분한

6 이해가 되지 않는다. 36 화살

7 다시 말하다, 반복하다 37 숲

8 잠깐동안 38 막 ~하려 하다

9 4배 39 좋아하는

10 군인 40 구하다

11 갑자기 41 어쨌든

12 하나씩 하나씩 42 더 이상 ~이 아닌

13 결정하다 43 (뒤)쫓다

14 그러나 44 세다

15 (차 등에서) 내리다

16 자정(밤 12시)

17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18 중요성

19 ~뒤에

20 A를 B로 데려가다

21 ~할 때까지

22 A에서 B까지

23 모험

24 되찾다

25 탐욕스러운

26 공유하다

27 정오(낮 12시)

28 이유

29 ~가 있다

30 과세하다, 세금을 물리다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8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olution 31 wave

2 lastly 32 draw

3 matter(동사) 33 struggle

4 realize 34 arrive at

5 hide-hid-hidden 35 enough

6 이해가 되지 않는다. 36 화살

7 다시 말하다, 반복하다 37 숲

8 잠깐동안 38 막 ~하려 하다

9 4배 39 좋아하는

10 군인 40 구하다

11 suddenly 41 anyways

12 one by one 42 not ~ anymore

13 decide 43 chase

14 however 44 count

15 get off

16 자정(밤 12시)

17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18 중요성

19 ~뒤에

20 A를 B로 데려가다

21 until

22 from A to B

23 adventure

24 get back

25 greedy

26 공유하다

27 정오(낮 12시)

28 이유

29 ~가 있다

30 과세하다, 세금을 물리다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8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olution 해결책 31 wave (손을) 흔들다

2 lastly 마지막으로 32 draw 그리다

3 matter(동사) 중요하다 33 struggle 고군분투하다

4 realize 깨닫다 34 arrive at ~에 도착하다

5 hide-hid-hidden 숨다, 숨기다 35 enough 충분한

6 I don't get it. 이해가 되지 않는다. 36 arrow 화살

7 repeat 다시 말하다, 반복하다 37 woods 숲

8 for a moment 잠깐동안 38 be about to V 막 ~하려 하다

9 four times 4배 39 favorite 좋아하는

10 soldier 군인 40 save 구하다

11 suddenly 갑자기 41 anyways 어쨌든

12 one by one 하나씩 하나씩 42 not ~ anymore 더 이상 ~이 아닌

13 decide 결정하다 43 chase (뒤)쫓다

14 however 그러나 44 count 세다

15 get off (차 등에서) 내리다

16 midnight 자정(밤 12시)

17 too ~ to V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18 importance 중요성

19 behind ~뒤에

20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21 until ~할 때까지

22 from A to B A에서 B까지

23 adventure 모험

24 get back 되찾다

25 greedy 탐욕스러운

26 share 공유하다

27 noon 정오(낮 12시)

28 reason 이유

29 there is(are) ~가 있다

30 tax(동사) 과세하다, 세금을 물리다

중3 지학사 민찬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