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act 사실 31 step 단계

2 opinion 의견 32 slow down 천천히 하다

3 fake 거짓(의) 33 too ~ to V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4 how to V ~하는 방법 34 there is(are) ~가 있다

5 scary 무서운 35 support 지지하다

6 clown 광대 36 if ~인지 아닌지

7 shake-shook-skaken 흔들다 37 be based on
~을 기초로 하다, ~에 근거

하다

8 a bit 약간, 조금 38 appear to V ~처럼 보이다

9 scared 무서워 하는 39 provide 제공하다

10 check up 확인하다 40 octopus 문어

11 actually 사실 41 be full of ~로 가득차다

12 teenager 십대 42 along with ~와 함께

13 major 주된 43 a few 몇몇의

14 TV station TV 방송국 44 unclear 불명확한

15 offer 제공(하다) 45 totally 완전히

16 hard evidence
구체적인 증거, 정확한 증

거
46 make up (이야기를) 지어내다

17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47 lesson 교훈

18 attack 공격(하다) 48 question(동사) 의문을 갖다

19 turn out ~로 판명되다

20 complete(형용사) 완전한

21 lie 거짓말

22 classmate 학급친구

23 right 올바른

24 source 원천

25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다

26 critically 비판적으로

27 these days 요즘

28 spread 퍼지다

29 false 잘못된

30 tell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중3 천재 정사열



제 7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fact 31 step

2 opinion 32 slow down

3 fake 33 too ~ to V

4 how to V 34 there is(are)

5 scary 35 support

6 clown 36 if

7 shake-shook-skaken 37 be based on

8 a bit 38 appear to V

9 scared 39 provide

10 check up 40 octopus

11 actually 41 be full of

12 teenager 42 along with

13 major 43 a few

14 TV station 44 unclear

15 offer 45 totally

16 hard evidence 46 make up

17 try to V 47 lesson

18 attack 48 question(동사)

19 turn out

20 complete(형용사)

21 lie

22 classmate

23 right

24 source

25 pay attention

26 critically

27 these days

28 spread

29 false

30 tell A from B

중3 천재 정사열



제 7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ctually 31 lie

2 spread 32 totally

3 right 33 these days

4 source 34 hard evidence

5 slow down 35 major

6 classmate 36 octopus

7 lesson 37 question(동사)

8 make up 38 try to V

9 scary 39 teenager

10 turn out 40 false

11 too ~ to V 41 tell A from B

12 be full of 42 there is(are)

13 shake-shook-skaken 43 provide

14 check up 44 complete(형용사)

15 along with 45 opinion

16 step 46 TV station

17 if 47 fact

18 appear to V 48 scared

19 a few

20 fake

21 pay attention

22 attack

23 how to V

24 unclear

25 clown

26 a bit

27 offer

28 be based on

29 support

30 critically

중3 천재 정사열



제 7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사실 31 거짓말

2 퍼지다 32 완전히

3 올바른 33 요즘

4 원천 34
구체적인 증거, 정확한 증

거

5 천천히 하다 35 주된

6 학급친구 36 문어

7 교훈 37 의문을 갖다

8 (이야기를) 지어내다 38 ~하려고 노력하다

9 무서운 39 십대

10 ~로 판명되다 40 잘못된

11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41 A와 B를 구별하다

12 ~로 가득차다 42 ~가 있다

13 흔들다 43 제공하다

14 확인하다 44 완전한

15 ~와 함께 45 의견

16 단계 46 TV 방송국

17 ~인지 아닌지 47 사실

18 ~처럼 보이다 48 무서워 하는

19 몇몇의

20 거짓(의)

21 주의를 기울이다

22 공격(하다)

23 ~하는 방법

24 불명확한

25 광대

26 약간, 조금

27 제공(하다)

28
~을 기초로 하다, ~에 근거

하다

29 지지하다

30 비판적으로

중3 천재 정사열



제 7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ctually 31 lie

2 spread 32 totally

3 right 33 these days

4 source 34 hard evidence

5 slow down 35 major

6 학급친구 36 문어

7 교훈 37 의문을 갖다

8 (이야기를) 지어내다 38 ~하려고 노력하다

9 무서운 39 십대

10 ~로 판명되다 40 잘못된

11 too ~ to V 41 tell A from B

12 be full of 42 there is(are)

13 shake-shook-skaken 43 provide

14 check up 44 complete(형용사)

15 along with 45 opinion

16 단계 46 TV 방송국

17 ~인지 아닌지 47 사실

18 ~처럼 보이다 48 무서워 하는

19 몇몇의

20 거짓(의)

21 pay attention

22 attack

23 how to V

24 unclear

25 clown

26 약간, 조금

27 제공(하다)

28
~을 기초로 하다, ~에 근거

하다

29 지지하다

30 비판적으로

중3 천재 정사열



제 7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ctually 사실 31 lie 거짓말

2 spread 퍼지다 32 totally 완전히

3 right 올바른 33 these days 요즘

4 source 원천 34 hard evidence
구체적인 증거, 정확한 증

거

5 slow down 천천히 하다 35 major 주된

6 classmate 학급친구 36 octopus 문어

7 lesson 교훈 37 question(동사) 의문을 갖다

8 make up (이야기를) 지어내다 38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9 scary 무서운 39 teenager 십대

10 turn out ~로 판명되다 40 false 잘못된

11 too ~ to V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41 tell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12 be full of ~로 가득차다 42 there is(are) ~가 있다

13 shake-shook-skaken 흔들다 43 provide 제공하다

14 check up 확인하다 44 complete(형용사) 완전한

15 along with ~와 함께 45 opinion 의견

16 step 단계 46 TV station TV 방송국

17 if ~인지 아닌지 47 fact 사실

18 appear to V ~처럼 보이다 48 scared 무서워 하는

19 a few 몇몇의

20 fake 거짓(의)

21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다

22 attack 공격(하다)

23 how to V ~하는 방법

24 unclear 불명확한

25 clown 광대

26 a bit 약간, 조금

27 offer 제공(하다)

28 be based on
~을 기초로 하다, ~에 근거

하다

29 support 지지하다

30 critically 비판적으로

중3 천재 정사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