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ive by ~에 따라 살다 31 thick 두꺼운

2 mysterious 신비로운 32 instead of ~대신에

3 scene 장면 33 stop Ving ~하던 것을 멈추다

4 fail to V ~하지 못하다 34 heart attack 심장마비

5 on one's way ~하는 길에, ~하는 도중에 35 customer 고객

6 lie-lay-lain 눕다 36 visit 방문하다

7 without ~없이 37 disability 무능력, 장애

8 clothes 옷 38 if ~인지 아닌지

9 whether ~인지 아닌지 39 give birth to 탄생시키다

10 save 구하다 40 feel sorry for
~에 대해 유감스럽게 여기

다

11 at first 처음에 41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

12 put simply 간단히 말해서 42 decide 결정하다

13 punish 처벌하다 43 adopt 입양하다

14 greet 인사하다 44 suddenly 갑자기

15 be supposed to V ~하기로 되어 있다 45 shine 빛나다

16 enough 충분한 46 explain 설명하다

17 fault 잘못 47 punishment 처벌

18 pity
연민, 동정심; 가엽게 느끼

다
48 truth 진실, 사실

19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49 every time ~할 때마다

20 support oneself 생계를 유지하다 50 now that ~이기 때문에

21 earn a living 생계를 유지하다 51 think back 회상하다

22 would like to V ~하고 싶다 52 dwell 살다, 존재하다

23 blank face 무표정 53 human being 사람, 인간

24 thanks to ~덕분에 54 still 여전히

25 one day 어느날 55 figure out
~을 알아내다, ~을 찾아내

다

26 nobleman 귀족 56 realize 깨닫다

27 order 주문하다 57 little 거의 ~가 아닌

28 leather 가죽 58 bring up 키우다, 양육하다

29 last(동사) 지속되다 59 each other 서로서로

30 leave 떠나다

중3 금성 최인철



제 8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live by 31 thick

2 mysterious 32 instead of

3 scene 33 stop Ving

4 fail to V 34 heart attack

5 on one's way 35 customer

6 lie-lay-lain 36 visit

7 without 37 disability

8 clothes 38 if

9 whether 39 give birth to

10 save 40 feel sorry for

11 at first 41 so ~ that ~

12 put simply 42 decide

13 punish 43 adopt

14 greet 44 suddenly

15 be supposed to V 45 shine

16 enough 46 explain

17 fault 47 punishment

18 pity 48 truth

19 for the first time 49 every time

20 support oneself 50 now that

21 earn a living 51 think back

22 would like to V 52 dwell

23 blank face 53 human being

24 thanks to 54 still

25 one day 55 figure out

26 nobleman 56 realize

27 order 57 little

28 leather 58 bring up

29 last(동사) 59 each other

30 leave

중3 금성 최인철



제 8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ail to V 31 stop Ving

2 without 32 last(동사)

3 visit 33 enough

4 truth 34 pity

5 figure out 35 bring up

6 leather 36 explain

7 decide 37 disability

8 be supposed to V 38 blank face

9 every time 39 each other

10 one day 40 support oneself

11 punish 41 order

12 fault 42 shine

13 suddenly 43 instead of

14 leave 44 customer

15 whether 45 at first

16 so ~ that ~ 46 live by

17 mysterious 47 nobleman

18 punishment 48 little

19 save 49 dwell

20 realize 50 heart attack

21 earn a living 51 now that

22 human being 52 clothes

23 would like to V 53 for the first time

24 on one's way 54 still

25 adopt 55 put simply

26 scene 56 if

27 thanks to 57 think back

28 thick 58 lie-lay-lain

29 greet 59 feel sorry for

30 give birth to

중3 금성 최인철



제 8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하지 못하다 31 ~하던 것을 멈추다

2 ~없이 32 지속되다

3 방문하다 33 충분한

4 진실, 사실 34
연민, 동정심; 가엽게 느끼

다

5
~을 알아내다, ~을 찾아내

다
35 키우다, 양육하다

6 가죽 36 설명하다

7 결정하다 37 무능력, 장애

8 ~하기로 되어 있다 38 무표정

9 ~할 때마다 39 서로서로

10 어느날 40 생계를 유지하다

11 처벌하다 41 주문하다

12 잘못 42 빛나다

13 갑자기 43 ~대신에

14 떠나다 44 고객

15 ~인지 아닌지 45 처음에

16 너무 ~해서 ~하다 46 ~에 따라 살다

17 신비로운 47 귀족

18 처벌 48 거의 ~가 아닌

19 구하다 49 살다, 존재하다

20 깨닫다 50 심장마비

21 생계를 유지하다 51 ~이기 때문에

22 사람, 인간 52 옷

23 ~하고 싶다 53 처음으로

24 ~하는 길에, ~하는 도중에 54 여전히

25 입양하다 55 간단히 말해서

26 장면 56 ~인지 아닌지

27 ~덕분에 57 회상하다

28 두꺼운 58 눕다

29 인사하다 59
~에 대해 유감스럽게 여기

다

30 탄생시키다

중3 금성 최인철



제 8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ail to V 31 stop Ving

2 without 32 last(동사)

3 visit 33 enough

4 truth 34 pity

5 figure out 35 bring up

6 가죽 36 설명하다

7 결정하다 37 무능력, 장애

8 ~하기로 되어 있다 38 무표정

9 ~할 때마다 39 서로서로

10 어느날 40 생계를 유지하다

11 punish 41 order

12 fault 42 shine

13 suddenly 43 instead of

14 leave 44 customer

15 whether 45 at first

16 너무 ~해서 ~하다 46 ~에 따라 살다

17 신비로운 47 귀족

18 처벌 48 거의 ~가 아닌

19 구하다 49 살다, 존재하다

20 깨닫다 50 심장마비

21 earn a living 51 now that

22 human being 52 clothes

23 would like to V 53 for the first time

24 on one's way 54 still

25 adopt 55 put simply

26 장면 56 ~인지 아닌지

27 ~덕분에 57 회상하다

28 두꺼운 58 눕다

29 인사하다 59
~에 대해 유감스럽게 여기

다

30 탄생시키다

중3 금성 최인철



제 8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ail to V ~하지 못하다 31 stop Ving ~하던 것을 멈추다

2 without ~없이 32 last(동사) 지속되다

3 visit 방문하다 33 enough 충분한

4 truth 진실, 사실 34 pity
연민, 동정심; 가엽게 느끼

다

5 figure out
~을 알아내다, ~을 찾아내

다
35 bring up 키우다, 양육하다

6 leather 가죽 36 explain 설명하다

7 decide 결정하다 37 disability 무능력, 장애

8 be supposed to V ~하기로 되어 있다 38 blank face 무표정

9 every time ~할 때마다 39 each other 서로서로

10 one day 어느날 40 support oneself 생계를 유지하다

11 punish 처벌하다 41 order 주문하다

12 fault 잘못 42 shine 빛나다

13 suddenly 갑자기 43 instead of ~대신에

14 leave 떠나다 44 customer 고객

15 whether ~인지 아닌지 45 at first 처음에

16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 46 live by ~에 따라 살다

17 mysterious 신비로운 47 nobleman 귀족

18 punishment 처벌 48 little 거의 ~가 아닌

19 save 구하다 49 dwell 살다, 존재하다

20 realize 깨닫다 50 heart attack 심장마비

21 earn a living 생계를 유지하다 51 now that ~이기 때문에

22 human being 사람, 인간 52 clothes 옷

23 would like to V ~하고 싶다 53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24 on one's way ~하는 길에, ~하는 도중에 54 still 여전히

25 adopt 입양하다 55 put simply 간단히 말해서

26 scene 장면 56 if ~인지 아닌지

27 thanks to ~덕분에 57 think back 회상하다

28 thick 두꺼운 58 lie-lay-lain 눕다

29 greet 인사하다 59 feel sorry for
~에 대해 유감스럽게 여기

다

30 give birth to 탄생시키다

중3 금성 최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