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ave fun 즐기다 31 ability 능력

2 exhibition 전시회 32 change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3 soup 수프 33 subject 주제, 소재

4 cartoon 만화 34 be made up of ~로 구성되다

5 look like ~인 것처럼 보이다 35 another 또 다른

6 art work 예술작품 36 copy 복사본

7 probably 아마도 37 sculpture 조각상

8 short for ~의 축약형인 38 such as ~와 같은

9 at that time 그 때 당시 39 brush 붓

10 instead of ~대신에 40 in the beginning 처음에

11 traditional 전통적인 41 material 재료, 물질

12 popular 대중적인 42 for example 예를 들어

13 comic books 만화책 43 cloth 천

14 advertising 광고 44 toilet 변기

15 familiar 친근한 45 huge 엄청난

16 refreshing 신선한 46 set up 설치하다, 세우다

17 since then 그 때 이후로 47 run 운영하다, 경영하다

18 too ~ to V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48 goods 상품, 굿즈

19 by Ving ~함으로써 49 lively 생생한

20 daily 일상적인, 매일의 50 include 포함하다

21 common 흔한, 일반적인 51 speech balloon 말풍선

22 plain(형용사) 평범한 52 back then (과거의) 당시에

23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53 regard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24 artistic 예술적인 54 however 그러나

25 be worth Ving ~할 만한 가치가 있다 55 break down 허물다

26 still 여전히 56 wall 벽

27 pay attention 관심을 갖다 57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28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58 add 추가하다, 더하다

29 be filled with ~로 가득차다 59 how about ~는 어때?

30 meaning 의미 60 creative 창의적인

중3 YBM 박준언



제 8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way 방법, 방식

중3 YBM 박준언



제 8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ave fun 31 ability

2 exhibition 32 change A into B

3 soup 33 subject

4 cartoon 34 be made up of

5 look like 35 another

6 art work 36 copy

7 probably 37 sculpture

8 short for 38 such as

9 at that time 39 brush

10 instead of 40 in the beginning

11 traditional 41 material

12 popular 42 for example

13 comic books 43 cloth

14 advertising 44 toilet

15 familiar 45 huge

16 refreshing 46 set up

17 since then 47 run

18 too ~ to V 48 goods

19 by Ving 49 lively

20 daily 50 include

21 common 51 speech balloon

22 plain(형용사) 52 back then

23 in other words 53 regard A as B

24 artistic 54 however

25 be worth Ving 55 break down

26 still 56 wall

27 pay attention 57 between A and B

28 although 58 add

29 be filled with 59 how about

30 meaning 60 creative

중3 YBM 박준언



제 8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way

중3 YBM 박준언



제 8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rt work 31 traditional

2 change A into B 32 back then

3 since then 33 add

4 exhibition 34 cloth

5 way 35 however

6 pay attention 36 although

7 at that time 37 huge

8 plain(형용사) 38 creative

9 too ~ to V 39 sculpture

10 meaning 40 speech balloon

11 by Ving 41 popular

12 short for 42 comic books

13 be filled with 43 soup

14 wall 44 break down

15 daily 45 set up

16 instead of 46 ability

17 between A and B 47 such as

18 refreshing 48 look like

19 regard A as B 49 subject

20 another 50 have fun

21 probably 51 artistic

22 common 52 in other words

23 be worth Ving 53 material

24 advertising 54 be made up of

25 include 55 lively

26 still 56 copy

27 goods 57 in the beginning

28 run 58 how about

29 brush 59 familiar

30 toilet 60 cartoon

중3 YBM 박준언



제 8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예술작품 31 전통적인

2 A를 B로 바꾸다 32 (과거의) 당시에

3 그 때 이후로 33 추가하다, 더하다

4 전시회 34 천

5 방법, 방식 35 그러나

6 관심을 갖다 36 비록 ~일지라도

7 그 때 당시 37 엄청난

8 평범한 38 창의적인

9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39 조각상

10 의미 40 말풍선

11 ~함으로써 41 대중적인

12 ~의 축약형인 42 만화책

13 ~로 가득차다 43 수프

14 벽 44 허물다

15 일상적인, 매일의 45 설치하다, 세우다

16 ~대신에 46 능력

17 A와 B 사이에 47 ~와 같은

18 신선한 48 ~인 것처럼 보이다

19 A를 B로 간주하다 49 주제, 소재

20 또 다른 50 즐기다

21 아마도 51 예술적인

22 흔한, 일반적인 52 즉, 다시 말하면

23 ~할 만한 가치가 있다 53 재료, 물질

24 광고 54 ~로 구성되다

25 포함하다 55 생생한

26 여전히 56 복사본

27 상품, 굿즈 57 처음에

28 운영하다, 경영하다 58 ~는 어때?

29 붓 59 친근한

30 변기 60 만화

중3 YBM 박준언



제 8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rt work 31 traditional

2 change A into B 32 back then

3 since then 33 add

4 exhibition 34 cloth

5 way 35 however

6 관심을 갖다 36 비록 ~일지라도

7 그 때 당시 37 엄청난

8 평범한 38 창의적인

9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39 조각상

10 의미 40 말풍선

11 by Ving 41 popular

12 short for 42 comic books

13 be filled with 43 soup

14 wall 44 break down

15 daily 45 set up

16 ~대신에 46 능력

17 A와 B 사이에 47 ~와 같은

18 신선한 48 ~인 것처럼 보이다

19 A를 B로 간주하다 49 주제, 소재

20 또 다른 50 즐기다

21 probably 51 artistic

22 common 52 in other words

23 be worth Ving 53 material

24 advertising 54 be made up of

25 include 55 lively

26 여전히 56 복사본

27 상품, 굿즈 57 처음에

28 운영하다, 경영하다 58 ~는 어때?

29 붓 59 친근한

30 변기 60 만화

중3 YBM 박준언



제 8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art work 예술작품 31 traditional 전통적인

2 change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32 back then (과거의) 당시에

3 since then 그 때 이후로 33 add 추가하다, 더하다

4 exhibition 전시회 34 cloth 천

5 way 방법, 방식 35 however 그러나

6 pay attention 관심을 갖다 36 although 비록 ~일지라도

7 at that time 그 때 당시 37 huge 엄청난

8 plain(형용사) 평범한 38 creative 창의적인

9 too ~ to V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39 sculpture 조각상

10 meaning 의미 40 speech balloon 말풍선

11 by Ving ~함으로써 41 popular 대중적인

12 short for ~의 축약형인 42 comic books 만화책

13 be filled with ~로 가득차다 43 soup 수프

14 wall 벽 44 break down 허물다

15 daily 일상적인, 매일의 45 set up 설치하다, 세우다

16 instead of ~대신에 46 ability 능력

17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47 such as ~와 같은

18 refreshing 신선한 48 look like ~인 것처럼 보이다

19 regard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49 subject 주제, 소재

20 another 또 다른 50 have fun 즐기다

21 probably 아마도 51 artistic 예술적인

22 common 흔한, 일반적인 52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23 be worth Ving ~할 만한 가치가 있다 53 material 재료, 물질

24 advertising 광고 54 be made up of ~로 구성되다

25 include 포함하다 55 lively 생생한

26 still 여전히 56 copy 복사본

27 goods 상품, 굿즈 57 in the beginning 처음에

28 run 운영하다, 경영하다 58 how about ~는 어때?

29 brush 붓 59 familiar 친근한

30 toilet 변기 60 cartoon 만화

중3 YBM 박준언


