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idden 숨겨진 31
have no choice but to
V

~하지 않을 수 없다

2 figure 인물 32 Your Honor
(법정에서) 존경하는 판사

님

3 last 지난 33 case (법정에서) 사건

4 weekend 주말 34 matter(동사) 중요하다

5 African-American 흑인 35 impress 감명을 주다

6 career 직업, 경력 36 stand up for 옹호하다, 편들다

7 however 그러나 37 engineer 엔지니어

8 become ~가 되다 38 install 설치하다

9 space 우주 39 lose 잃다

10 expert 전문가 40 suggestion 제안

11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41 accept 받아들이다

12 get over 극복하다 42 offer 제안

13 difficulty 어려움 43 alone 혼자

14 talent 재능 44 thanks to ~덕분에

15 recognize 알아차리다 45 be afraid of ~를 두려워하다

16 ability 능력 46 as a chance 기회로

17 upset 화난 47 face(동사) 직면하다

18 missing 사라진 48 challenge (힘든) 도전

19 answer 대답하다 49 forget 잊다

20 colored 유색(인종)의 50 laughter 웃음

21 half a mile 0.5마일(약 8백미터)

22 feel sorry for
~에 대해 유감스럽게 여기

다

23 glad 기쁜

24 courage 용기

25 break down 부수다, 허물다

26 sign 표지판

27 character 캐릭터, 인물

28 allow 허락하다

29 judge 판사

30 permission 허락, 허가

중3 천재 정사열



제 4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idden 31
have no choice but to
V

2 figure 32 Your Honor

3 last 33 case

4 weekend 34 matter(동사)

5 African-American 35 impress

6 career 36 stand up for

7 however 37 engineer

8 become 38 install

9 space 39 lose

10 expert 40 suggestion

11 try to V 41 accept

12 get over 42 offer

13 difficulty 43 alone

14 talent 44 thanks to

15 recognize 45 be afraid of

16 ability 46 as a chance

17 upset 47 face(동사)

18 missing 48 challenge

19 answer 49 forget

20 colored 50 laughter

21 half a mile

22 feel sorry for

23 glad

24 courage

25 break down

26 sign

27 character

28 allow

29 judge

30 permission

중3 천재 정사열



제 4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s a chance 31 try to V

2 thanks to 32 sign

3 feel sorry for 33 difficulty

4 answer 34 ability

5 become 35 get over

6 figure 36 last

7 challenge 37 lose

8 judge 38 offer

9
have no choice but to
V

39 matter(동사)

10 stand up for 40 upset

11 permission 41 African-American

12 weekend 42 break down

13 face(동사) 43 colored

14 suggestion 44 missing

15 expert 45 be afraid of

16 allow 46 hidden

17 character 47 install

18 alone 48 talent

19 accept 49 engineer

20 space 50 case

21 glad

22 career

23 forget

24 courage

25 impress

26 recognize

27 half a mile

28 however

29 Your Honor

30 laughter

중3 천재 정사열



제 4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기회로 31 ~하려고 노력하다

2 ~덕분에 32 표지판

3
~에 대해 유감스럽게 여기

다
33 어려움

4 대답하다 34 능력

5 ~가 되다 35 극복하다

6 인물 36 지난

7 (힘든) 도전 37 잃다

8 판사 38 제안

9 ~하지 않을 수 없다 39 중요하다

10 옹호하다, 편들다 40 화난

11 허락, 허가 41 흑인

12 주말 42 부수다, 허물다

13 직면하다 43 유색(인종)의

14 제안 44 사라진

15 전문가 45 ~를 두려워하다

16 허락하다 46 숨겨진

17 캐릭터, 인물 47 설치하다

18 혼자 48 재능

19 받아들이다 49 엔지니어

20 우주 50 (법정에서) 사건

21 기쁜

22 직업, 경력

23 잊다

24 용기

25 감명을 주다

26 알아차리다

27 0.5마일(약 8백미터)

28 그러나

29
(법정에서) 존경하는 판사

님

30 웃음

중3 천재 정사열



제 4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s a chance 31 try to V

2 thanks to 32 sign

3 feel sorry for 33 difficulty

4 answer 34 ability

5 become 35 get over

6 인물 36 지난

7 (힘든) 도전 37 잃다

8 판사 38 제안

9 ~하지 않을 수 없다 39 중요하다

10 옹호하다, 편들다 40 화난

11 permission 41 African-American

12 weekend 42 break down

13 face(동사) 43 colored

14 suggestion 44 missing

15 expert 45 be afraid of

16 허락하다 46 숨겨진

17 캐릭터, 인물 47 설치하다

18 혼자 48 재능

19 받아들이다 49 엔지니어

20 우주 50 (법정에서) 사건

21 glad

22 career

23 forget

24 courage

25 impress

26 알아차리다

27 0.5마일(약 8백미터)

28 그러나

29
(법정에서) 존경하는 판사

님

30 웃음

중3 천재 정사열



제 4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s a chance 기회로 31 try to V ~하려고 노력하다

2 thanks to ~덕분에 32 sign 표지판

3 feel sorry for
~에 대해 유감스럽게 여기

다
33 difficulty 어려움

4 answer 대답하다 34 ability 능력

5 become ~가 되다 35 get over 극복하다

6 figure 인물 36 last 지난

7 challenge (힘든) 도전 37 lose 잃다

8 judge 판사 38 offer 제안

9
have no choice but to
V

~하지 않을 수 없다 39 matter(동사) 중요하다

10 stand up for 옹호하다, 편들다 40 upset 화난

11 permission 허락, 허가 41 African-American 흑인

12 weekend 주말 42 break down 부수다, 허물다

13 face(동사) 직면하다 43 colored 유색(인종)의

14 suggestion 제안 44 missing 사라진

15 expert 전문가 45 be afraid of ~를 두려워하다

16 allow 허락하다 46 hidden 숨겨진

17 character 캐릭터, 인물 47 install 설치하다

18 alone 혼자 48 talent 재능

19 accept 받아들이다 49 engineer 엔지니어

20 space 우주 50 case (법정에서) 사건

21 glad 기쁜

22 career 직업, 경력

23 forget 잊다

24 courage 용기

25 impress 감명을 주다

26 recognize 알아차리다

27 half a mile 0.5마일(약 8백미터)

28 however 그러나

29 Your Honor
(법정에서) 존경하는 판사

님

30 laughter 웃음

중3 천재 정사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