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others 다른 사람들 31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2 warrior 전사 32 not ~ anymore 더 이상 ~이 아닌

3 brave 용감한 33 instead 대신에

4 general(명사) 장군 34 take care of ~를 돌보다

5 army 군대 35 the + 형용사 ~한 사람들

6 order 명령하다 36 injured 부상당한

7 military 군대의 37 soon 곧

8 reason 이유 38 except ~를 제외하고

9 weapon 무기 39 toward ~쪽으로, ~를 향해서

10 patience 인내심 40 follower 추종자

11 against ~에 기대어서 41 realize 깨닫다

12 pole 기둥 42 alone 혼자

13 suddenly 갑자기 43 give up 포기하다

14 tie 묶다 44 at that moment 그 때에, 그 순간에

15 above ~위에 45 appear 나타나다, 등장하다

16 pass by 지나가다 46 문장 맨 앞 Of ~ 중에서

17 look(명사) 표정 47 favorite 좋아하는

18 shout 소리치다 48 sooner or later 곧, 조만간에

19 yell 고함을 지르다 49 palace 궁전

20 set free 석방하다, 자유롭게 해주다 50 approach 접근하다, 다가가다

21 명령문~, or ~해라, 그렇지 않으면

22 situation 상황

23 worse 더 나쁜

24 another 또 다른

25 softly 부드럽게

26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27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28 way 방법

29 sharp 날카로운

30 sword 칼, 검

중3 천재 정사열



제 8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others 31 take A to B

2 warrior 32 not ~ anymore

3 brave 33 instead

4 general(명사) 34 take care of

5 army 35 the + 형용사

6 order 36 injured

7 military 37 soon

8 reason 38 except

9 weapon 39 toward

10 patience 40 follower

11 against 41 realize

12 pole 42 alone

13 suddenly 43 give up

14 tie 44 at that moment

15 above 45 appear

16 pass by 46 문장 맨 앞 Of

17 look(명사) 47 favorite

18 shout 48 sooner or later

19 yell 49 palace

20 set free 50 approach

21 명령문~, or

22 situation

23 worse

24 another

25 softly

26 not A but B

27 keep Ving

28 way

29 sharp

30 sword

중3 천재 정사열



제 8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ooner or later 31 toward

2 approach 32 not ~ anymore

3 above 33 look(명사)

4 keep Ving 34 shout

5 문장 맨 앞 Of 35 warrior

6 army 36 another

7 follower 37 against

8 injured 38 명령문~, or

9 soon 39 appear

10 sharp 40 give up

11 instead 41 realize

12 order 42 except

13 take care of 43 way

14 pass by 44 worse

15 the + 형용사 45 at that moment

16 suddenly 46 palace

17 alone 47 patience

18 favorite 48 reason

19 set free 49 softly

20 others 50 military

21 not A but B

22 general(명사)

23 weapon

24 take A to B

25 yell

26 tie

27 brave

28 sword

29 pole

30 situation

중3 천재 정사열



제 8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곧, 조만간에 31 ~쪽으로, ~를 향해서

2 접근하다, 다가가다 32 더 이상 ~이 아닌

3 ~위에 33 표정

4 계속해서 ~하다 34 소리치다

5 ~ 중에서 35 전사

6 군대 36 또 다른

7 추종자 37 ~에 기대어서

8 부상당한 38 ~해라, 그렇지 않으면

9 곧 39 나타나다, 등장하다

10 날카로운 40 포기하다

11 대신에 41 깨닫다

12 명령하다 42 ~를 제외하고

13 ~를 돌보다 43 방법

14 지나가다 44 더 나쁜

15 ~한 사람들 45 그 때에, 그 순간에

16 갑자기 46 궁전

17 혼자 47 인내심

18 좋아하는 48 이유

19 석방하다, 자유롭게 해주다 49 부드럽게

20 다른 사람들 50 군대의

21 A가 아니라 B

22 장군

23 무기

24 A를 B로 데려가다

25 고함을 지르다

26 묶다

27 용감한

28 칼, 검

29 기둥

30 상황

중3 천재 정사열



제 8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ooner or later 31 toward

2 approach 32 not ~ anymore

3 above 33 look(명사)

4 keep Ving 34 shout

5 문장 맨 앞 Of 35 warrior

6 군대 36 또 다른

7 추종자 37 ~에 기대어서

8 부상당한 38 ~해라, 그렇지 않으면

9 곧 39 나타나다, 등장하다

10 날카로운 40 포기하다

11 instead 41 realize

12 order 42 except

13 take care of 43 way

14 pass by 44 worse

15 the + 형용사 45 at that moment

16 갑자기 46 궁전

17 혼자 47 인내심

18 좋아하는 48 이유

19 석방하다, 자유롭게 해주다 49 부드럽게

20 다른 사람들 50 군대의

21 not A but B

22 general(명사)

23 weapon

24 take A to B

25 yell

26 묶다

27 용감한

28 칼, 검

29 기둥

30 상황

중3 천재 정사열



제 8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ooner or later 곧, 조만간에 31 toward ~쪽으로, ~를 향해서

2 approach 접근하다, 다가가다 32 not ~ anymore 더 이상 ~이 아닌

3 above ~위에 33 look(명사) 표정

4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34 shout 소리치다

5 문장 맨 앞 Of ~ 중에서 35 warrior 전사

6 army 군대 36 another 또 다른

7 follower 추종자 37 against ~에 기대어서

8 injured 부상당한 38 명령문~, or ~해라, 그렇지 않으면

9 soon 곧 39 appear 나타나다, 등장하다

10 sharp 날카로운 40 give up 포기하다

11 instead 대신에 41 realize 깨닫다

12 order 명령하다 42 except ~를 제외하고

13 take care of ~를 돌보다 43 way 방법

14 pass by 지나가다 44 worse 더 나쁜

15 the + 형용사 ~한 사람들 45 at that moment 그 때에, 그 순간에

16 suddenly 갑자기 46 palace 궁전

17 alone 혼자 47 patience 인내심

18 favorite 좋아하는 48 reason 이유

19 set free 석방하다, 자유롭게 해주다 49 softly 부드럽게

20 others 다른 사람들 50 military 군대의

21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22 general(명사) 장군

23 weapon 무기

24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25 yell 고함을 지르다

26 tie 묶다

27 brave 용감한

28 sword 칼, 검

29 pole 기둥

30 situation 상황

중3 천재 정사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