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onder(명사) 경이, 놀라운 것 31 enough 충분한

2 search for ~을 찾다 32 festival 축제

3 place 장소 33 fringe 비주류, 가장자리

4 grand 웅장한, 거대한 34 be crowded with ~로 붐비다

5 mysterious 신비스러운, 기이한 35 site 장소

6 pyramid 피라미드 36 gather 모이다

7 visit 방문하다 37 especially 특히

8 once 과거에, 옛날에 38 somewhere 어딘가(에)

9 capital (국가의) 수도 39 international 국제적인

10 empire 제국 40 be held 개최되다

11 until ~할 때까지 41 various 다양한

12 rediscover 재발견하다 42 performer 연기자, 공연자

13 sculpture 조각상 43 invite 초대하다

14 painting 그림 44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15 destroy 파괴하다 45 give up 포기하다

16 original 처음의, 원래의 46 turn up 나타나다

17 the rest 나머지 47 edge 가장자리, 끝, 모서리

18 ruin 파괴하다, 망치다 48 performance 공연

19 restore 복구하다, 회복시키다 49 not ~ at all 전혀 ~이 아닌

20 still 그러나, 하지만 50 unique 독특한

21 be struck by ~에 놀라다, 감명받다 51 fresh 신선한

22 grandness 웅장함 52 audience 청중

23 such 그러한 53 attention 관심, 집중

24 filled with ~로 가득찬 54 go by 지나가다

25 without ~없이 55 qualification 자격

26 machine 기계 56 perform 공연하다

27 attract 끌다 57 try out 시도하다, 시험해 보다

28 tourist 관광객 58 experimental 시험적인

29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59 genre 장르

30 temple 사원, 절 60 experience 경험하다

중3 금성 최인철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miss 놓치다

중3 금성 최인철



제 4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onder(명사) 31 enough

2 search for 32 festival

3 place 33 fringe

4 grand 34 be crowded with

5 mysterious 35 site

6 pyramid 36 gather

7 visit 37 especially

8 once 38 somewhere

9 capital 39 international

10 empire 40 be held

11 until 41 various

12 rediscover 42 performer

13 sculpture 43 invite

14 painting 44 although

15 destroy 45 give up

16 original 46 turn up

17 the rest 47 edge

18 ruin 48 performance

19 restore 49 not ~ at all

20 still 50 unique

21 be struck by 51 fresh

22 grandness 52 audience

23 such 53 attention

24 filled with 54 go by

25 without 55 qualification

26 machine 56 perform

27 attract 57 try out

28 tourist 58 experimental

29 around the world 59 genre

30 temple 60 experience

중3 금성 최인철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miss

중3 금성 최인철



제 4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nough 31 place

2 performance 32 once

3 machine 33 experimental

4 audience 34 be struck by

5 especially 35 filled with

6 not ~ at all 36 sculpture

7 restore 37 gather

8 mysterious 38 the rest

9 painting 39 international

10 without 40 attention

11 grandness 41 performer

12 visit 42 until

13 qualification 43 try out

14 search for 44 genre

15 attract 45 destroy

16 unique 46 site

17 give up 47 although

18 perform 48 fresh

19 turn up 49 miss

20 tourist 50 fringe

21 capital 51 rediscover

22 original 52 be held

23 go by 53 empire

24 around the world 54 ruin

25 invite 55 various

26 experience 56 edge

27 temple 57 festival

28 wonder(명사) 58 somewhere

29 be crowded with 59 still

30 pyramid 60 such

중3 금성 최인철



제 4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충분한 31 장소

2 공연 32 과거에, 옛날에

3 기계 33 시험적인

4 청중 34 ~에 놀라다, 감명받다

5 특히 35 ~로 가득찬

6 전혀 ~이 아닌 36 조각상

7 복구하다, 회복시키다 37 모이다

8 신비스러운, 기이한 38 나머지

9 그림 39 국제적인

10 ~없이 40 관심, 집중

11 웅장함 41 연기자, 공연자

12 방문하다 42 ~할 때까지

13 자격 43 시도하다, 시험해 보다

14 ~을 찾다 44 장르

15 끌다 45 파괴하다

16 독특한 46 장소

17 포기하다 47 비록 ~일지라도

18 공연하다 48 신선한

19 나타나다 49 놓치다

20 관광객 50 비주류, 가장자리

21 (국가의) 수도 51 재발견하다

22 처음의, 원래의 52 개최되다

23 지나가다 53 제국

24 전 세계에 54 파괴하다, 망치다

25 초대하다 55 다양한

26 경험하다 56 가장자리, 끝, 모서리

27 사원, 절 57 축제

28 경이, 놀라운 것 58 어딘가(에)

29 ~로 붐비다 59 그러나, 하지만

30 피라미드 60 그러한

중3 금성 최인철



제 4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nough 31 place

2 performance 32 once

3 machine 33 experimental

4 audience 34 be struck by

5 especially 35 filled with

6 전혀 ~이 아닌 36 조각상

7 복구하다, 회복시키다 37 모이다

8 신비스러운, 기이한 38 나머지

9 그림 39 국제적인

10 ~없이 40 관심, 집중

11 grandness 41 performer

12 visit 42 until

13 qualification 43 try out

14 search for 44 genre

15 attract 45 destroy

16 독특한 46 장소

17 포기하다 47 비록 ~일지라도

18 공연하다 48 신선한

19 나타나다 49 놓치다

20 관광객 50 비주류, 가장자리

21 capital 51 rediscover

22 original 52 be held

23 go by 53 empire

24 around the world 54 ruin

25 invite 55 various

26 경험하다 56 가장자리, 끝, 모서리

27 사원, 절 57 축제

28 경이, 놀라운 것 58 어딘가(에)

29 ~로 붐비다 59 그러나, 하지만

30 피라미드 60 그러한

중3 금성 최인철



제 4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enough 충분한 31 place 장소

2 performance 공연 32 once 과거에, 옛날에

3 machine 기계 33 experimental 시험적인

4 audience 청중 34 be struck by ~에 놀라다, 감명받다

5 especially 특히 35 filled with ~로 가득찬

6 not ~ at all 전혀 ~이 아닌 36 sculpture 조각상

7 restore 복구하다, 회복시키다 37 gather 모이다

8 mysterious 신비스러운, 기이한 38 the rest 나머지

9 painting 그림 39 international 국제적인

10 without ~없이 40 attention 관심, 집중

11 grandness 웅장함 41 performer 연기자, 공연자

12 visit 방문하다 42 until ~할 때까지

13 qualification 자격 43 try out 시도하다, 시험해 보다

14 search for ~을 찾다 44 genre 장르

15 attract 끌다 45 destroy 파괴하다

16 unique 독특한 46 site 장소

17 give up 포기하다 47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18 perform 공연하다 48 fresh 신선한

19 turn up 나타나다 49 miss 놓치다

20 tourist 관광객 50 fringe 비주류, 가장자리

21 capital (국가의) 수도 51 rediscover 재발견하다

22 original 처음의, 원래의 52 be held 개최되다

23 go by 지나가다 53 empire 제국

24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54 ruin 파괴하다, 망치다

25 invite 초대하다 55 various 다양한

26 experience 경험하다 56 edge 가장자리, 끝, 모서리

27 temple 사원, 절 57 festival 축제

28 wonder(명사) 경이, 놀라운 것 58 somewhere 어딘가(에)

29 be crowded with ~로 붐비다 59 still 그러나, 하지만

30 pyramid 피라미드 60 such 그러한

중3 금성 최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