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nfusion 혼란 31 these days 요즘

2 compare 비교하다 32 consider 생각하다, 고려하다

3 below ~밑에 33 willingly 기꺼이

4 notice 알아차리다 34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5 difference 다른점, 차이 35 own(형용사) 자신의

6 for example 예를 들어 36 solution 해결책

7 labyrinth 미로 37 reliable 믿을 수 있는

8 entrance 입구 38 place(동사) ~를 놓다

9 maze 미로 39 the very 바로 그

10 both A and B A,B 둘 다 40 unfortunately 불행히도

11 exit 출구 41 method 방법

12 origin 기원, 유래 42 effective 효율적인

13 Greek 그리스어 43 certain 어떤, 특정한

14 mythology 신화 44 especially 특히

15 prison 감옥 45 connect 연결하다

16 escape 피하다 46 a variety of 다양한

17 path 길 47 material 재료, 물질

18 there is(are) ~가 있다 48 hedge 산울타리

19 dead end 막다른 길 49 brick 벽돌

20 don't have to V ~할 필요없다 50 mirror 거울

21 get out of ~에서 빠져 나가다 51 in fact 사실

22 follow 따르다 52 draw-drew-drawn 그리다

23 all the way 쭉~~ 53 order 순서

24 reach 도착하다, 도달하다 54 why don't you ~하는 게 어때?

25 turn around 돌다 55 give it a try 시도하다, 한 번 해보다

26 choice 선택 56 second 초

27 frustrate 좌절시키다 57 closely 자세히, 면밀히

28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58 beauty 아름다움

29 decision 결정 59 regularity 규칙성

30 lose one's way 길을 잃다 60 creative 창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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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be worth Ving ~할 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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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confusion 31 these days

2 compare 32 consider

3 below 33 willingly

4 notice 34 come up with

5 difference 35 own(형용사)

6 for example 36 solution

7 labyrinth 37 reliable

8 entrance 38 place(동사)

9 maze 39 the very

10 both A and B 40 unfortunately

11 exit 41 method

12 origin 42 effective

13 Greek 43 certain

14 mythology 44 especially

15 prison 45 connect

16 escape 46 a variety of

17 path 47 material

18 there is(are) 48 hedge

19 dead end 49 brick

20 don't have to V 50 mirror

21 get out of 51 in fact

22 follow 52 draw-drew-drawn

23 all the way 53 order

24 reach 54 why don't you

25 turn around 55 give it a try

26 choice 56 second

27 frustrate 57 closely

28 keep Ving 58 beauty

29 decision 59 regularity

30 lose one's way 60 creative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5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be worth Ving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5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e worth Ving 31 compare

2 second 32 material

3 brick 33 come up with

4 Greek 34 effective

5 consider 35 choice

6 reach 36 willingly

7 closely 37 all the way

8 method 38 don't have to V

9 solution 39 beauty

10 lose one's way 40 order

11 for example 41 a variety of

12 difference 42 own(형용사)

13 decision 43 these days

14 below 44 reliable

15 turn around 45 get out of

16 path 46 hedge

17 dead end 47 especially

18 give it a try 48 follow

19 mythology 49 creative

20 escape 50 labyrinth

21 certain 51 connect

22 frustrate 52 exit

23 there is(are) 53 place(동사)

24 maze 54 notice

25 why don't you 55 both A and B

26 unfortunately 56 origin

27 entrance 57 keep Ving

28 in fact 58 the very

29 mirror 59 confusion

30 prison 60 draw-drew-drawn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5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할 만한 가치가 있다 31 비교하다

2 초 32 재료, 물질

3 벽돌 33 생각해내다

4 그리스어 34 효율적인

5 생각하다, 고려하다 35 선택

6 도착하다, 도달하다 36 기꺼이

7 자세히, 면밀히 37 쭉~~

8 방법 38 ~할 필요없다

9 해결책 39 아름다움

10 길을 잃다 40 순서

11 예를 들어 41 다양한

12 다른점, 차이 42 자신의

13 결정 43 요즘

14 ~밑에 44 믿을 수 있는

15 돌다 45 ~에서 빠져 나가다

16 길 46 산울타리

17 막다른 길 47 특히

18 시도하다, 한 번 해보다 48 따르다

19 신화 49 창의적인

20 피하다 50 미로

21 어떤, 특정한 51 연결하다

22 좌절시키다 52 출구

23 ~가 있다 53 ~를 놓다

24 미로 54 알아차리다

25 ~하는 게 어때? 55 A,B 둘 다

26 불행히도 56 기원, 유래

27 입구 57 계속해서 ~하다

28 사실 58 바로 그

29 거울 59 혼란

30 감옥 60 그리다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5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e worth Ving 31 compare

2 second 32 material

3 brick 33 come up with

4 Greek 34 effective

5 consider 35 choice

6 도착하다, 도달하다 36 기꺼이

7 자세히, 면밀히 37 쭉~~

8 방법 38 ~할 필요없다

9 해결책 39 아름다움

10 길을 잃다 40 순서

11 for example 41 a variety of

12 difference 42 own(형용사)

13 decision 43 these days

14 below 44 reliable

15 turn around 45 get out of

16 길 46 산울타리

17 막다른 길 47 특히

18 시도하다, 한 번 해보다 48 따르다

19 신화 49 창의적인

20 피하다 50 미로

21 certain 51 connect

22 frustrate 52 exit

23 there is(are) 53 place(동사)

24 maze 54 notice

25 why don't you 55 both A and B

26 불행히도 56 기원, 유래

27 입구 57 계속해서 ~하다

28 사실 58 바로 그

29 거울 59 혼란

30 감옥 60 그리다

중3 지학사 민찬규



제 5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be worth Ving ~할 만한 가치가 있다 31 compare 비교하다

2 second 초 32 material 재료, 물질

3 brick 벽돌 33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4 Greek 그리스어 34 effective 효율적인

5 consider 생각하다, 고려하다 35 choice 선택

6 reach 도착하다, 도달하다 36 willingly 기꺼이

7 closely 자세히, 면밀히 37 all the way 쭉~~

8 method 방법 38 don't have to V ~할 필요없다

9 solution 해결책 39 beauty 아름다움

10 lose one's way 길을 잃다 40 order 순서

11 for example 예를 들어 41 a variety of 다양한

12 difference 다른점, 차이 42 own(형용사) 자신의

13 decision 결정 43 these days 요즘

14 below ~밑에 44 reliable 믿을 수 있는

15 turn around 돌다 45 get out of ~에서 빠져 나가다

16 path 길 46 hedge 산울타리

17 dead end 막다른 길 47 especially 특히

18 give it a try 시도하다, 한 번 해보다 48 follow 따르다

19 mythology 신화 49 creative 창의적인

20 escape 피하다 50 labyrinth 미로

21 certain 어떤, 특정한 51 connect 연결하다

22 frustrate 좌절시키다 52 exit 출구

23 there is(are) ~가 있다 53 place(동사) ~를 놓다

24 maze 미로 54 notice 알아차리다

25 why don't you ~하는 게 어때? 55 both A and B A,B 둘 다

26 unfortunately 불행히도 56 origin 기원, 유래

27 entrance 입구 57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28 in fact 사실 58 the very 바로 그

29 mirror 거울 59 confusion 혼란

30 prison 감옥 60 draw-drew-drawn 그리다

중3 지학사 민찬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